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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명칭]

장치 작동 파라미터를 제어하는 사용자대화식 제어 시스템을 구비한 전자 장치 및 그 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첨부하는  도면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을  참조함으로써  본  발명에  따른  추가적인  목적과  특징  및 장점
을  보다  명백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몇몇의  도면에  있어서  같은  참조번호는  동일한  구성 
요소를 나타낸다.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음성 인식 템프리트로 부터 음성합성 기술을 도시하는 일반적인 블럭도.

제2도는 본 발명에 때른 음성 인식  및 음성 합성을 사용한 사용자 대화식 제어 시스템을 갖는 음성 
통신 장치의 블럭도.

제3도는  손을사용하지  않는  음성  인식/음성  합성  제어  시스템을  갖는  무선  송수신기를  도시하는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의 상세 블럭도.

제4a도는 제3도의 에너지 정규화 블럭(410)에 의해 실행되는 단계의 순서를 도시하는 흐름도. 

제4b도는 제4a도의 에너지 정규화 블럭(401)에 의해 실행되는 단계의 순서를 도시하는 흐름도. 

제4c도는  제4a도의  세그멘테이션(segmentation)/압축  블럭(402)의  특정  하드웨어  구성의  상세 블럭
도.

제5a도는  본  발명에  따른  클러스터(cluster)를  형성하기  위해  프레임으로  세그먼트화된  구어의 도식
적 도면.

제5b도는 본 발명에 따른 특정 위드 템플리트에 대해 형성되는 출력 클러스터를 얘시하는 도면.

제5c도는 본 발명에 따른 임의의 부분 클러스터 경로의 가능한 구성을 도시하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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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d도  및  제5e도는  제4a도의  세그멘테이션/압축  블럭  (402)에  의해  실행된  데이타  축소  과정의 기
본 구현을 도시하는 흐름도.

제5f도는  미리  결정된  클러스터로  부터  데이타  축소  워드  템플리트의  구성을  도시하며  제5e도의 궤
적추적(traceback) 및 출력 클러스터 블럭 (582)의 상세 흐름도.

제5g도는  부분적인  궤적추적에  응용할  수  있는,  본  발명에  따른  24개의  프레임에  대한  클러스터링 
경로를 도시하는 트레이스백 포인터 표.

제5h도는 프레임 연결 트리(tree) 형태로 도시한 제5g도의 궤적추적 포인터 표의 그래프.

제5i도는  상기  프레임  연결  트리에서  공통  프레임으로  트레이스백함으로써  세개의  클러스터가 출력
된 후의 상기 프레임 연결 트리를 도시하는 제5h도의 그래프.

제6a도  및  제6b도는  제4a도의  차등  엔코딩  블럭  (430)에  의해  실행된  단계의  순서를  도시하는 흐름
도.

제6c도는  제  3도의  템플리트  메모리  (160)중  하나의  프레임의  특정  데이타  포맷을  도시하는 일반적
인 메모리 맵(map)

제7a도는  본  발명에  따른,  워드  모델로  상태에  의해  표시된  평균  프레임으로  클러스터링된  프비임의 
그래프.

제7b도는  상기  템플리트  메모리  (160)와의  관계를  도시한  제  3도의  인식  처리기  (120)의  상세 블럭
도

제7c도는 본 발명에 따른 워드 엔코딩에 필요한 단계 순서의 한 실시예를 도시하는 흐름도.

제7d도 및 7e도는 본 발명에 따른 상태 디코딩에 필요한 단계의 한 실시예를 도시하는 흐름도.

제8a도는 제 3도의 데이타 확장기 블럭 (346)의 상세 블럭도.

제8b도는 제8a도의 차동 디코딩 블럭 (802)에 의해 실행된 단계의 순서를 도시하는 흐름도

제8c도는  제8a도의  에너지  비정규화(denomalization)블럭(804)에  의해  실행된  단계의  순서를 도시하
는 블럭도.

제8d도는 제8a도의 프레임 반복 블럭 (806)에 의해 실행된 단계의 순서를 도시하는 흐름도.

제9a도는 제 3도의 채널 뱅크 음성 합성기 (340)의 상세 블럭도.

제9b도는 제9a도의 변조기/대역 통과 필터 구성의 한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

제9c도는 제9a도의 핏치 (pitch) 펄스원(920)의 양호한 실시예의 상세 블럭도.

제9d도는 제9a도 및 9c도의 다양한  파형을 도시하는 그래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배경]

본  발명은 음성 인식 제어 시스템에 관한 것이며.  특띠 음성 인식 템플리트 (template)에  기억된 워
드를 식별하기 위해 음성 합성을 이용하는 음성 통신 장치에 관한 것이다.

사람의  음성에  응답하는  사용자  대화식  제어  시스템은  다수의  미국  특허에서  공개되어  있다.  반델 
몰렌에  의한  미국  특허  제4,520,576,호에서는  의류  건조기와  같은  가전제품에  이용되는  종래의  음성 
명령  제어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상기  제어  시스템은  음성  명령을  인식하고,  작동 파라메터
를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사용자와의  대화에서  합성된  음성을  내보낸다.  음성 인
식  및  음성  합성은  브래닝에  의한  미국  특허  제4,426,733호에서,  무선  송수신기(radio  transceiver) 
제어  기능  (온  오프,  송신/수신,  볼륨  및  스퀘치  제어등)에도  적용되었다.  이러한  어휘  종속형  음성 
인식  시스템에서,  제어된  장치는  예전된  수효의  사전  기억된  구두  명령의  인식에  한정된다.이와 유
사하게,  사용자에  대한  합성  응답은  합성기  메모리에  기억된  사전  기억되거나  '기성  :  메시지에 한
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음성  인식/음성  합성  제어  시스템은  무선  전화기  (radio telephon
e)와 같은 좀더 복잡한 전자 장치의 제어를 위해 적절한 융통성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훨씬  더  복잡한  음성  인식  시스템은  1975년  2월  26일에서  3월  2일동안  텍사스의  달라스에서  개최된 
국제  통신  박람회  기간동안  발표된  쯔루타,  사코에  및  치바에  의한  'DP-100  접속  음성  인식 시스
템'이라는  명칭의  논문에서  공개되었다.  DP-100  시스템은  트레이닝  및  인식으로  된  두  작동  모드를 
구비한다.  트레이닝  모드에서,  사용자는  각각의  어휘  명령  워드를  1회  (또는  디지트에  대해서 2회)
말하고,  각각의  트레이닝  워드는  분석되어  기준  패턴  메모리(워드  템플리트)에  기억된다.인식 모드
에서,  알려지지  않은  입력  음성은  트레이닝  모드의  절차와  유사한  방식으로  분석되고,  기준 템플리
트와  비교되는  동작  프로그래밍  처리기에  전달된다.  한  워드가  일치되었다는  것을  인식  처리기가 판
정할  때  인식  결과는  제어  처리기로  전달된다.따라서,  사용자는  트레이닝  모드  기간동안  음성 인식
을  위해  그  자신의  명령  워드  어휘를  내장한다.이  기술은  더  이상  어휘  종속적이  아니므로  음성 인
식 제어 시스템의 유동성을 증가시킨다.

어휘  종속형  음성  인식  제어  시스템을  이용하는  상기  기술은  파이어즈등에  의한  미국  특허  제4, 
438,  550호의  음성  제어  다이알링  회로에  포함된다.   트레이닝  모드에서,  음성  응답  회로는 템플리
트가  요구되는  워드를  사용자가  말하도록  지시하는데  이용된다.이러한  템플리트  워드는  한  세트의 
명령  (예를  들면,  오프  후크(off-hook),  디렉토리(directory)등),  자동  다이알용  레퍼터리명(예를 
들면.  스미스,  존즈 등)  및  전화번호 디지트(0  내지 9)를  포함한다.  음성 인식 오드에서,  제한된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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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템플리트  집단으로  부터의  음향  특성은  마이크론폰으로  부터의  입력  발성의  음향  특성과 순자적
으로  비교된다.  인식되었을  때,  입력  발성을  가장  가까이  대응하는  템플리트로  식별하는  부호화 식
별  신호가  발생된다.  따라서,  어휘  종속형  음성  인식기는  제어  시스템의  융통성과  특성을  상당히 증
진시킨다.

그러나,  공지된  종래  기술의  참고  문헌에서는  어느  입력  발성이  어휘  종속형  음성  시스템내의  특정 
워드템플리트와  연관되는가를  식별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어드레스  지정하는  가능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특성이  없이,  음성  인식  시스템이  특정  워드를  인식하도록  트레이닝 되
었는지의  여부를  사용자는  알  길이  없다.핸드  프리  (hand-free)형  차량  무선  전화기  제어  및 다이알
링 시스템에 관한 본  출원에서.  이러한 제한은 다수 사용자 시스템의 기억 및  융통성의 필요 조건을 
증가시키는데 상당한 장애를 유발한다.

음성  인식  템플리트와  연관된  워드를  식별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접근법이 
채택  될  수  있다.우선,  개별  응답  메모리  또는  ROM(관독  전용  메모리)은  기존의  합성된  응답 워드
(예를  들면,  이름,  이름의  성  등)로  특정의  템플리트  메모리  위치를  식별하기  위해  템플리트 메모리
와  병렬로  이용될  수  있다.이러한  병렬  ROM  접근법은  명백히  템플리트메모리에  기억된  실제  워드를 
식별하려고  시도하지는  않는다.  제2의  가능성  있는  접근  법은  사용자에  의해  발성될  때  각각의  개별 
구두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  개개의  판독/기록  메모리  또는  RAM(렌덤  엑세스  메모리)을  이용한다. 구
두 이름용 ROM은  특정의 음성 인식 템플리트  위치와 대응하는 구두 이름 응답을 합성하는데 이용된
다.  이  방법은  각각의   템플리트와  연관된  고질의  (높은  데이타  속도)사용사  구두  음성을 기억하는
데  상당히  많은  양의  판독/기록  메모리가  필요하므로,두배의  RAM의  량보더  훨씬  많은  량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병렬   RAM'  접근법도  또한  실현  가능성이  없고  가격면에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어느  워드가  어휘  종속형  음성  인식  제어  시스템의  각  템플리트와  연관되는가를  식별하기 
위한 개선된 방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발명의 요약]

따라서,  본  발명의  일반적인  목적은  음성  인식  제어  시스템의  각각의  워드  템플리트와  연관된  워드 
표현의 식별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특별한  목적은  음성  인식  템플리트로  부터의  음성을  합성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
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기억  장치의  요구  조건을  절감시키고,  음성  인식/음성  합성  제어  시스템을 
채용하는 음성 통신 장치의 융통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음성  인식  템플리트로  부터의  음성의  합성에  의해,  개선된  핸드  프리 
(hand-free) 차량용 무선 전화기 제어 및 다이알링 시스템을 제어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장치의  작동  파라이터를  제어하기  위한  사용자  대화식  제어  시스템을  갖춘  전자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용자  대화식  음성  시스템은  어느  템플리트  워드가  인식되었는가를 표시
하는  음성 응답  궤환을 사용자에게 발생하도록,  음성 인식 템플리트로 부터의 음성의 새로운 음성 
합성  기술을  이용한다.  제어  시스템은  사용자  구두  입력  음성  신호로  부터의  워드  템플리트를 발생
하여  기억하는  수단과,  장치  제어  데이타를  발생하도록  사용자  구두  명령  워드를  인식하기  위해 위
드  템플리트  및  입력  음성  신호에  응답하는  수단과,  장치  동작  파라미터를  제어하는  제어  데이타에 
응답하여  전자  장치의  작동  상태를  표시하는  장치  상태  데이타를  발생하기  위한  수단과,  워드 템플
리트와  상태  데이타에  응답하여  유저에  전자  장치  동작  상태를  나타내는  응답  음성을  합성시키는 수
단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서,  송신기와,  수신기와,  사용자  구두  명령  워드에  대한  다수의  사용자 제어
형  무선  송수신기  작동  파라미터를  제어하고  무선  송수신기  작동  상태에  관한  가정  궤환을 사용자에
게 제공하기 위한 해드 프리 사용자 제어 장치를 구비하는 무선 송수신기가 제공된다.  상기 제어 장
치는  사용자  구두  입력  음성을  상기  제어  수단에  결합하는  핸드  프리  음향을  제공하여,  입력  음성 
신호를 발생하는 제  1결합 수단과,  입력 음성 신호로 부터 음향 특성을 추출하여,  워드 특성 신호를 
발생하기  위한  수단과,  특정  특성  신호를  워드  인식  템플리트로  기억하기  위한  수단과,  다수의  예정 
명령  워드가   상기  다수의  무선  송수신기  작동  파라미터에  대응하는  상황에서,  음성  명령  데이타를 
제공하도록  다수의  예정된  사용자  구어  명령  워드를  인식하기  위해  상기  워드  인식  템플리트와  워드 
특성  신호에  응답하는  수단과,  무선  송수신기  작동  파라미터를  제어하고  무선  송수신기의  현  작동 
상태를  나타내는  무선  상태  데이타를  발생하기  위해  음성  명령  데이타에  응답하는  수단과,  위드 인
식 템플리트로 부터의 음성 응답 신호를 합성하기 위해 상기 무선 상태 신호에 응답하는 수단과, 상
기  제어  장치로  부터의  음성  응답  신호를  사용자에게  결합하는  핸드  프리  음향을  제공하기  위한  제 
2결합 수단을 포함한다.

[양호한 실시예의 설명]

1. 시스템 구성

이제 첨부하는 도면을 참조하면,  제  1도는 본  발명에 따른 사용자 대화식 제어 시스템 (100)의 일반
적인  블럭도를  도시한다.  전자  장치  (150)는  음성  인식/음성  합성  제어  시스템을  고도로  정교하게 
결합한  전자부품을  포함할  수도  있다.  양호한  실시예에  있어서,  전자  장치  (150)는  이동  무선 전화
기와  같은 음성 통신 장치를 나타낸다.

사용자  구어  입력  음성은  제어  시스템용  전기입력  음성  신호를  제공하는  음향  결합기로  작동하는 마
이크로폰(105)에  인가된다.  음항  처리기  (110)는  상기  입력  음성  신호상의  음향  특성을 추출한다.각
각의  사용자  구어입력  워드의  진폭/주파수  파라미터로  정의된  위드  특성이  음성  인식  처리기(120)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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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닝(training)  처리기(170)에  제공된다.  또한  음향  처리기  (110)는  상기  입력  음성  신호를 상
기  음성  인식  제어  시스템에   인터페이스하기  위해  아날로그  디지탈  변환기와  같은  신호  조절기 
(signal  conditioner)를  포함할  수도  있다.  음향  처리기(110)에  대해서는  제3도와  관련하여  다시 기
술된다.

트레이닝  처리기  (170)는  템플리트  메모리  (160)에  저장될  워드  인식  템플리트를  제공하기  위해 음
향  처리기(110)로  부터의   상기  워드  특성  정보를  조작한다.  트레이닝  절차  동안에  인입워드 특성정
보는  그  엔드포인트(endpoint)를  배치하므로써  개별워드로  배열된다.상기  트레이닝  절차가 워드특성
의  일관성을  위해  여러  트레이닝  발생(utterance)을  수용하도록  구성된다면,  상기  다중  발성은  단일 
워드  템플리트를  형성하도록  평균화  된다.더우기  대부분의  음성  인식  시스템이  템플리트로서  저장될 
모든 음성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종 몇몇 형태의 데이타 축소가 템플리트 메모
리  요구조건을  감소하기  위해  트레이닝처리기(170)에  의해  실행된다.  상기  워드  템플리트는  음성 인
식 처리기(120)와 음성 합성 처리기(140)에 의

해 사용되기 위해 템플리트 메모리 (160)에  저장된다.  제  2도와 관련한 설명에서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사용된 정확한 트레이닝 절차를 알게될 것이다.

인식모드에  있어서,  음성  인식  처리기  (120)는  음향  처리기  (110)에  의해  제공된   상기  워드  특성 
정보를  템플리트  메모리  (160)에  의해  제공된   상기  워드  인식  템플리트와  비교한다.만일  사용자 구
어입력  음성으로부터  유도된  워드특성  정보의  음향  특성이  상기  템플리트  메모리로  부터  유도된 미
리  저장된  특정  워드  템플리트의  음향  특성과  충분히  부합하면,  인식  처리기(120)는  인식된  특정 워
드를  표시하는  장치  제어기(130)에  장치  제어  데이타를  제공한다.  적절한  음성  인식  장치의  또다른 
논의와  양호한  실시예에서  데이타축소를  트레이닝  처리에  어떻게  통합찰  것인가가  제3도  내지  제 5
도를 통해 설명으로 알게될 것이다.

장치  제어기  (130)는  전제  제어  시스템을  전자  장치  (150)에  인터페이스  한다.  장치  제어기  (130)는 
인식 처리기 (120)에  의해 제공된 장치 제어 데이타를 특정 전자 장치에 의해 사용하기에 적당한 제
어신호로  변환한다.  상기  제어신호에  의해  상기  장치는  사용자에  의해  지시된  바와  같은  특정  동작 
기능을  실행한다(장치제어기  (130)는  또한  제  1도에  도시한  다른  구성요소와  관련된  추가감시 기능
을 실행할 수도 있다)  본  발명에 사용하기 적당하고 기술적으로 공지되어 있는 장치 제어기의 한 예
로 마이크로 컴퓨티가 있다. 상기 하드웨어 구현의 더 상세한 것은 제 3도를 참조할 수 있다.

또한  장치  제어기  (130)는  전자  장치  (150)의  동작상태를  표시하는  장치상테  데이타를  제공한다. 상
기  장치상태  데이타는  템플리트  메모리  (160)로  부터의  워드인식  템플리트와  함께  음성  합성  처리기 
(140)에  인가된다.  음성  합성  처리기(140)는  워드인식  템플리트가  사용자  인식  가능  응답  음성으로 
힙성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상기  상태  데이타를  이용한다.  또한  음성  합성  처리기  (140)는   사
용자에게  '고정'응답  워드('tanned'  reply  words)를  제공하기  위해  역시  상기  상테  데이타에  의해 
제어되는  내부응답  메모리를  포함할  수도  있다.상기  어느  한  경우에  있어서,  스피커  (145)를  통해 
상기 음성 응답신호 출력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상기 전자 장치의 동작 상태를 알게 된다.

그러므로 제  1도는 본  발멸이 어떻게 전자 장치의 작동 파라미터를 제어하기 위해 음성 인식을 이용
하는  사용자  대화식  제어  시스템을  제공하는가를  도시하며,  또한  사용자에게  상기  장치의  동작 상태
를 나타내는 응답응성을 발생하기 위해 어떻게 음성 인식 템플리트가 이용될 수 있는가를 도시한다.

제2도는 예를 들어 쌍방향 무선 통신 시스템,  전화 시스템,  상호 통신 방식 시스템등과 같은 일부의 
어떤 무선 혹은 유선 음성 통신 시스템을 구비하는 음성 통신 장치에 상기 사용자 대화식 제어 시스
템을  적용하는  방법을  보다  상세하게  도시한다.  음향  처리기(110),  음성  인식  처리기(130), 템플리
트 메모리(160)와 장치 제어기 (130)는 제 1도의 대응하는 블럭과 작동과 구조에 있어서 동일하다.

그러나  제어  시스템(200)은  음성  통신  장치(210)의  내부  구조를  도시한다.  음성  통신  단말기(225)는 
상기  음성  통신  장치(210)의  주  전자회로망을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  전화  단말기나  통신  콘솔과 같
은 것들이다. 

상기  실시예에  있어서,  마이크로폰(205)과  스피커  (245)는  상기  음성통신  장치  자체에  결합된다. 상
기  마이크로폰/스퍼커의  전형적인  예는  전화  송수화기이다.음성통신  단말기  (225)는  상기  음성통신 
장치의  동작상태  정보를  상기  장치  제어기  (130)에  인터페이스  한다.   상기  동작상태  정보는  상기 
음성통신  단말기  자체의  기능상태  데이타(즉  채널  데이타,  서비스  정보,  동작  모드  메시지  등등)와 
음성  인식  제어  시스템의  사용자  피드백  (user-feedback)정보(디렉토리  목록,  워드인식  검증 작동모
드  상태  등등)를  포함할  수도  있으며,또한  통신  링크에  관한  시스템  상태  데이타(라인의 손실(loss-
of-line), 시스템 사용중, 무효 억세스코드 등등)를 포함할 수 있다.

트레이닝  모드나  혹은  인식모드에  있어서,  사용자  구어입력  음성의  특성인  음향  처리기  (110)에 의
해  추출  된다.제2도에서  스위치(215)의  위치  'A'로  표시된  트레이닝  모드에서.   상기  워드특성 정보
는  트레이닝처리기  (170)의  워드  평균기  (averager)  (220)에  인가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상기 시
스템이  단일  워드  템플리트를  형성하기  위해  다중  발성을  함께  평균하도록  구성되면,  워드 평균기
(200)에  의해  평균이  이루어진다.워드  평균을  이용함으로써  상기  트레이닝  처리기는  동일  워드의 2
개  혹은  그  이상의  발성  사이의  작은변화도  고려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워
드  템플리트를  발생한다.  많은  워드  평균  기술이  사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워드 템플리트
에  대해  '최상'의  특성  셋트를  발생하기  위해  모든  트레이닝  발성의  오직  비슷한  워드  특성만을 결
합하게  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최상'의  템플리트를  제공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
해  모든  트레이닝  발성을  단순히  비교하게  되는  것이  다른  기술이다.미합중국  음향  학회  저널지, 
1980년  11월판,  제68권,  1271페이지  내지  1276페이지의  '스피커  트레인된  분리된  워드인식  시스템용 
양호한  단순  트레이닝  절차'  엘.알.라비너와  제이  .지  .월펀에  의해  또다른  워드  평균  기술이 설명
되어 있다.

그리고  데이타  축소기  (230)는  리드  평균기의  유무에  따라.  워드  평균기  (220)로  부터  평균된  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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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타나  흑은  음향  처리기  (110)로  부터  직접  나온  워드  특성  신호에  데이타  축소를  수행한다. 상
기  어느  한  경우에  있어서,  축소  과정을  '로우(raw)'  워드  특성  데이타를  세그먼트로  만들고  각각의 
세그먼트에  상기  데이타를  결합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그러면   상기  템플리트에  대한  저장요구도 '
촉소된'워드  특성  데이타를  발생하기  위해  세그먼트로된  데이타를  차등  엔로딩함으로써  더욱 축소된
다.본  발명에  관한   상기  특정  데이타축소기술이  제  4도  및  제  5도와  관련하여  완전히 설명된다.요
약하면,  데이타  축소기  (230)는  템플리트  저장요구를  최소화하고  음성  인식  계산시간을  축소하기 위
해  상기 로우 워드 데이타를 압축한다.

트레이닝  처리기  (170)에  의해  제공된  축소된  워드특성  데이타는  템플리트  메모리  (160)에  워드인식 
템플리트로  저장된다.스위치  (215)의  위치  'B'로  표시된  인식모드에서,  인식  처리  기  (120)는  인입 
워드  특성  신호를  상기  워드인식  템플리트와  비교한다.유효  명령리드가  인식되면,  인식  처리기 
(120)는  장치  제어기  (130)에  지시하여,  상응하는  음성  통신장치  제어기능이  음성통신   단말기(22)
에  의해  실행되도록  한다.단말기(225)는  동작상태  정보를  단말기  상태  데이타  형태로  장치 제어기
(130)에  되돌려  보냄으로서  상기  장치  제어기  (130)에  응답하게  된다.  상기  데이타는  사용자에게 현
재의  장치작동  상태를  알리는  적절한  음성  응답  신호를  합성하기  위해  상기  제어  시스템에  의해 이
용될 수 있다. 상기 경우의 순서는 다음예를 참조함으로써 보다 명백하게 이해될 것이다.

음성  합성  처리기  (140)는  음성  합성기  (240)와  데이타  확장기  (250)  및  응답  메모리  (260)로 구성
되어 있다.

상기 구성의 음성 합성 처리기는 미리 저장된 어휘 (응답 메모리 (260)에  저장됨 )로  부터 사용자에 
게  '기성(고정)'  응답을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사용자  발생 어휘 (템플리트 메모리 (160)에 저장
됨)으로  부터   '템플리트'응답을  발생할  수도  있다.음성  합성기  (240)와  응답  메모리  (260)는  제 3
도와  관련하여  더  설명되고,데이타  확장기  (250)는  제8a도와  함께  본  명세서에서  완전히 설명된다.
조합에서,  음성  합성  처리기  (140)블럭은  스퍼커(245)로  음성  응답신호를  발생한다.  따라서  제 2도
는 음성 인식 및 음성 합성 모두에 대해 단일 템플리트 메모리를 사용한 기술을 설명한다.

이제  저장된  전화번호  디렉토리로  부터  음성제어  다이얼링을  사용한  '스마트'전화  단말기의 단순예
가  상기  제2도의  제어  시스템괴  동작을  설명하는데  이용된다.  먼저,  트레인되지  않은  스피커  의존 
음성  인식  시스템은  명령워드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전화  키패드로  특정  코드를 입
력하므로써  상기  장치로  하여금  트레이닝  절차를  시작하도록  수동으로  해야만  한다.  그러면 장치제
어기(130)는  스위치  (215)로  하여금   상기  트레이닝  모드(위치  'A')로  들어가도록  지시한다.  그런 
다음  장치  제어기  (130)는  음성  합성기(240)에  지시하여  응답  메모리(260)로  부터  얻어진  '기성' 응
답인  예정된  귀절  '트레이닝  어휘1(TRAINING  VOCABULARY  ONE)'에  응답하도록  한다.  그러면  사용자는 
마이크로폰(250)에  스토어(STORE)  혹은  리콜(RECALL)과  같이  명령워드를  발생함으로써  명령워드 어
휘를  조립하기  시작한다.  상기  발성의  특성이  제일  먼저  음향  처리기  (110)에  의해  추출되고  그럼 
다음  위드  평균기  (220)나  혹은  데이타  축소기  (230)에  인가된다.  만일   상기  특정  음성  인식 시스
템이  동일  워드의  다중  발성을  수용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면,  워드  평균기  (220)는  상기  특정  워드의 
최상의  대표  워드를  나타내는  평균이  이루어진  워드  특성  셋트를  발생한다.만일  상기  시스템에 워드
평균  능력이  없으면,  단일  발성  워드특성  (다중  발성  평균워드  특성이  아님)이  데이타  축소기 (23
0)에  인가된다.상기  데이타  축소과정은  불필요하거나  흑은  중복된  특성  데이타를  제거하고,  나머지 
데이타를 압축하며, 템플리트 메모리 (160)에 '축소된' 워드 인식 템플리트를 제공

한다. 숫자(digits)를 인식하도록, 상기 시스템을 트레이닝 하기 위해 유사한 절차가 계속된다.

상기  시스템이  상기  명령워드  어휘로  트레이닝이  이루어지면,  사용자는  전화  디렉토리명과  번호를 
입력함으로써  트레이닝  절차를  계속해야  한다.  상기  작업을  완성하기  위해  사용자는  미리 트레이닝
된  명령워드,'엔터(ENTER)'로  발성한다.  상기  발생을  유효  사용자  명령으로  인식하면,  장치 제어기
(130)는  음성  합성기  (240)로  하여긍  응답  메모리  (260)에  저장된  '기성'  귀절  '디지트  플이이즈  ? 
(DIGlTS  PLEASE  ?  )'로  응답하도록  지시한다.적절한  전화번호  숫자(즉  555-1234)를  입력하고  나면, 
사용자는  '터미네이트(TERMINATE)'라고  말하고  상기  시스템은  일치하는  디렉토리  이름의  사용자 목
록(즉  SMITH)을  촉구하는  '네임  플리이즈  ?  (NAME  PLEASE  ?  )'라고  응답한다  상기  사용자 대화과정
은 전화번호 디렉토리가 적절한 전화이름 및 숫자로 완전히 체워질 때까지 계속된다.

전화를  걸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단순히  명령워드  '리콜(RECALL)'을  발성한다.  상기  발성이  인식 처
리기  (120)에  의해  유효  사용자  명령으로  인식되면,  장치  제어기  (130)는  음성  합성기  (240)에 지시
하여  응답  메모리  (260)에  의해  제공된  정보를  합성하여  구두응달(verbal  reply)  '네임  ?  (NAME  ? 
)'을  발생하도록  한다.  그러면  사용자는  다이얼하고자  원하는  전화번호(즉  존  '  JONES)와  일치하는 
디렉토리  색인으로  이름을  말함으로써  응답한다.만일  상기  워드가  템플리트  메모리  (160)에  저장된 
예정된  이름  색인과  일치하면  상기  워드는  유효  디렉토리  목록으로  인식된다.만일  상기  워드가 유효
하다면,  장치    제어기  (130)는  데이타  확장기(250)에  지시하여  템플리트  메모리(160)로  부터 적절
한  축소된  워드인식  템플리트를  얻도록  하고,  합성하기  위해  데이타  확장  과정을  실행하도록 한다.
데이타  확장기  (250)는  축소된  워드특성  데이타를  '언팩(Unpacks)'하고  명료한  응답워드를  위해 적
당한  에너지  등고(energy  contour)를  재생한다.그러면  확장된  워드  템플리트  데이타는  음성 합성기
(240)에  공급된다.  상기  템플리트  데이타는  응답  메모리  데이타를  사용하여  음성  확성기  (240)는 귀
절  'JONES‥[템플리트  메모리  (160)로  부터  데이타  확장기  (250)를  통해]‥‥5-5-5,  6-7-8-9[응답 
메모리 (260)로 부터]'을 발생한다.

그러면  사용자는  상기  제어  시스템에  의해  인식되었을때,  장치  제어기  (130)로  하여금  음성통신 단
말기(225)에  전화번호  다이어링  정보를  보내도록  지시하는  명령워드,  'SEND'라고  말한다.  상기 음성
통신  단말기  (225)는  적절한  통신링크를  통해  상기  다이어링  정보를  발생한다.전화  접속이 이루어지
면.  음성통신  단말기  (225)는  마이크로폰(205)으로  부터  마이크로폰  오디오를  적절한  전송경로로 인
터페이스하고,  적절한  수신  오디오  경로로  부터  수신  오디오를  스피커  (245)로  인터페이스한다. 적
절한  전호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기  음성통신  단말기  (225)은  적절한  통신링크   상태  정보를 
장치  제어기  (130)에  제공한다.  따라서,  장치  제어기  (130)은  음성  합성기(240)에  지시하여 응답워

37-5

특1995-0007858



드  '시스템  사용중(SYSTEM  BUSY)'과  같이  제공된  상태  정보와  일치하는  적절한  응답워드를 발생하도
록  한다.  상기  방법으로  사용자는  통신링크  상태를  알게되고,  사용자  대화식  음성  제어  디펙토리 다
이얼링이 이루어진다.

상기  동작의  설명은  단지  본  발명에  따른  음성  인식  템플리트로  부터  음성을  합성하는  한가지 응용
일  뿐이다.  예를들어  통신콘솔과  2-웨이  무선  시스템등과  같이  음성통신  장치에  상기  새  기술이 많
이  응용된다고  생각된다.  상기  양호한  실시예에  있어서,  본  발명의  제어  시스템은  이동  무선 전화기
와 함께 사용된다. 

음성인식과  음성  합성은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도로상에  두  눈을  유지하도록  하지만,  종래의 송수화
기나  손으로  잡는  마이크로폰은  조정핸들상에  양손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게  하고,  적당하게 수동(혹
은  자동으로)트랜스미션  이동을  수행하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이유로,  상기   양호한  실시예의  제어 
시스템은  핸드-프리음성  통신  장치  제어를  제공하는  스피커폰을  포함한다.  상기  스피커폰은 전송/수
신 음성 스위치 기능을 수행하고 또한 수신된/음성 합성 멀티플렉싱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제3도를  참조하면,  제어  시스템(300)은  제2도의  대응하는  블럭과  동일한  음향  처리기 블럭
(110),  트레이닝  처리기  블럭  (170),  인식  처리기  블럭  (120),  템블리트  메모리  블럭  (160).  장치 
제어기  블럭  (130)  및  합성  처리기  블럭(140)을  이용한다.  그러나  마이크로폰(302)과  스피커(375)는 
상기  음성통신  단말기의  절대  필요한  부품은  아니다.  대신에  마이크로폰(302)으로  부터의  입력음성 
신호는  스피커폰(360)을  경유해  무산  전화기(350)로  들어간다.  유사하게,  스피커폰(360)또한,  상기 
통신  링크로  부터의  수신  오디오와  상기  제어  시스템으로  부터의  합성  오디오를  멀티플렉싱하는 것
을  제어한다.  상기  스피커폰의  스위칭/멀티플렉싱  구성이  뒤에  보다  상세히  분석하여 설명된다.추가
적으로  상기  음성통신  단말기는  제  3도에서  무선  주파수(RF)  채널을  통해  적당한  통신링크를 제공하
기  위한  송신기와  수신기를  구비한  무선  전화기로서  설명된다.  또한  뒤에  무선  블럭이  상세하게 설
명된다.

전형적으로  사용자의  입에서  먼거리에  원격  장착된  마이크로폰(302)은  사용자  음성을  제어 시스템
(300)에  음향적으로  결합한다.  상기  음성  신호는  통상  입력음성  신호(305)를  제공하기  위해  전치 증
폭기(304)에  의해  증폭된다.  상기  오디오  입력은  집접  음향  처리기(110)에  인가되며,  무선 전화기
(350)에  인가되기  전에  스위치된  마이크로폰  오디오  라인(315)를  통해  스피커폰(360)에  의해  스위치 
된다.

전술된  바와  같이,  음항  처리기(110)는  트레이닝  처리기(170)와  인식  처리기(120)  모두에  워드  특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  구어  입력  음성특성을  추출한다.  먼저  음향  처리기(110)는 아날로그-
디지탈(A/D)  변환기(310)에  의해  아날로그  입력  음성을  디지탈  형태로  변환한다.  그런  다음  상기 디
지탈  데이타는  특성추출  기능을  디지탈  식으로  수행하는  특성  추출기(312)에  인가된다.  어떤  특성 
추출  방식도  특성  추출기  블럭(312)에  이용되지만  본  실시예는  특정  형태의  '체널뱅크'특성  추출을 
이용한다.  체널뱅크  방식에서  상기  오디오  입력  신호  주파수  스펙트럼이  대역통과  필터  뱅크에  의해 
개개의  스팩트럼  밴드로  나누어지고,  적당한  워드  특성  데이타가  각각의  밴드에  존재하는  에너지 크
기에  따라  발생한다.  벨  시스템  테크니칼  저널지  제62권  No.  5(1983년  5월-6월)  1311페이지  내지 
1335페이지에 비  .에이 .도트리치,  엘  알.라비너와 티  .비  .마틴에 의해 저술된 '필터 뱅크 기초 분
리 워드 인식기의 실행에 관한 선택된 단일 처리 기술의 효과'라는 항목에 상기 형태의 특성 추출기
가  설명되어  있다.  적당한  디지탈  필터  알고리즘이  '디지탈  신호처리의  이론과  응용'의  제  4장에 
엘.알.라비너와  비  .골드에  의해  설정되어  있다(1975년판,  뉴져지,  잉글우드  클리프스,  프렌타이스 
흘) .

트레이닝  처리기(170)는  템플리트  메모리(160)에  저장될  워드  인식  템플리트를  발생하기  위해  상기 
워드  특성  제이타를  이용한다.  첫째로.  엔드포인트  검출기  (318)가  사용자  워드의  적절한  시작  및 
끝 위치에 위치한다. 상기 엔드포인트는 입력워드 특성 데이타의 시간적으로 변화하는(time-
varying)  전체  산정  에너지에  근거하고  있다.  상기  형태의  엔드  포인트  검출기가  벨  시스템 테크니
칼  저널  제54권  No.2(1975년  2월)297페이지  내지  315페이지에  엘.알.라비너와  켐.알.삼버에  의해 '
분리 발성의 엔드포인트를 결정하기 위한 알고리즘'에 설명되어 있다

그러면,  워드  평균기(320)는  보다  확실한  템플리트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가  말한  동일  워드의 몇
몇  발성을  결합한다.제  2도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어떤  적절한  워드평균  스켐  (scheme)이  이용될 
수 있고, 혹은 워드 평균 기능이 모두 생략될 수도 있다.

데이타  축소기  (322)는  축소된  워드  인식  템플리트로서  템플리트  메모리  (160)에  기억하기  위한 축
소된  워드  특성  데이타를  발생하기  위해  워드  평균기  (320)로  부터  '로우'워드  특성  데이타를 이용
한다.  데이타  축소과정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데이타를  정규화  하는  것파,  워드  특성  데이타를 세그
먼팅하는  것  및,  각각의  세그먼트에  데이타를  결합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결합된  세그먼트가 발생
된  후에는,  상기  기억  요구는  필터  데이타의  차등  엔코딩에  의해  더욱  축소된다.  상기  데이타 축소
기 (322)의  실제적인 정규화,  세그먼테이션 및 차등 엔코딩 단계가 제 4도 및 제 5도와 함께 상세하
게  설명된다.템플리트  메모리  (160)의  축소된  데이타  포맷을  도시하는  일반적인  메모리  맵에 대해서
는 제6c도를 참조하자.

엔드포인트 검출기(318)과, 워드 평균기 및 데이타 축소기(322)는 트레이닝 처리기(170)에 
포함된다.  트레이닝  모드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130)로  부터의  트레이닝  제어  신호(325)는 템플리
트 메모리(160)에 기억하기 위한 새로운 리드 탬플리트를 발생하도록 상기 세개의 블럭(318), 
(320).  (322)에  지시한다.  그러나  인식모드에  있어서는,  상기  트레이닝  제어신호(325)가  음성  인식 
동안에는  상기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상기  세개의  블럭으로  하여금  새로운  워드  템플리트 
발생  과정을  중지하도록  지시한다.  그러므로  트레이닝  처리기(170)는  오직  트레이닝  모드에서만 사
용된다.

템플리트 메모리(160)는 인식 처리기(12U)에서 인입음성은 부합되는 워드 인식 템플리트를 
기억한다.  템플리트  메모리  (160)는  전형적으로  어떤  필요한  어드레스  구성으로  조립될  수  있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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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랜덤  억세스  메모리(RAM)로  이루어져  있다.음성  인식  시스템으로서  사용될  수  있는  범용(qeneral 
purpose)  램  (RAM)은  도시바  5565  8kx8스태틱  램이다.그러나  상기  시스템이  턴  오프  되어도  워드 템
플리트가  유지되고  있는  비휘발성  (lion-volatile)  램이  더  좋다.본  실시예에  있어서도 EEPROM(전기
적으로  소거  가능하고.  프로그램  가능한  판독  전용  메모리:  Electrically  erasable,  programmable 
read-only memory)이 템플리트 메모리 (160)로서 기능한다.

템플리트  메모리(160)에  기억된  워드  인식  템플리트는  음성  인식  처리기(120)와  음성  합성 처리기
(140)에  제공된다.인식  모드에  있어서,  인식  처리기(120)는  이미  저장되어  있는  워드  템플리트를 음
향  처리기(110)에  의해  제공된  입력  워드  특성과  비교한다.본  실시예에  있어서.  인식  처리기(120)는 
두개의  별개의  블럭  즉  템플리트  디코더(328)와  음성  인식기(326)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음성  인식기(326)가  비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템플리트  디코더  (328)는  상기  템플리트 
메모리에  의해  제공된  축소된  특성  데이타를  해석한다.요약하여  설명하면,  템플리트  디코더  (328)는 
템플리트  기억장치로  부터  축소된  데이타를  얻는  효과적인  '니블(nibble)  모드  억세스  기술'을 실현
하며,  또한  음성  인식기  (326)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기  축소된  데이타를  차동  엔코딩한다. 
제7b도를 참조하여 템플리트 디코더(328)를 상세히 설명한다.

템플리트  메모리(160)에의  기억을  위해  축소된  데이타  포맷으로  상기  특성  데이타를  압축하기  위한 
데이타  축소기(322)를  실현하는  기술과,  축소된  워드  템플리트  정보를  디코딩하기  위한  템플리트 디
코더(328)를 사용하면 템플리트의 필요가 최소화 된다.

실제적인 음성 인식 비교과정을 실행하는 음성 인식기 (326)는  몇몇의 음성 인식 알고리즘 중  한 알
고리즘을  사용한다.  본  실시예의  인식  알고리즘은  템플리트  부합을  결정하기  위한  체비쉐브  간격 행
렬(chebyshev  distance  metric)과  연속적  음성  인식  및  다이나믹  타임  워핑  (dynamic  time warpin
g)과  에너지  정규화를  포함한다.  상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제7a도는  이하를  참조하자.  음향,  음성  및 
신호처리에  관한   IEEE  국제회의(1982년  5월  3-5일)의  논문  제2권의  899  내지  902페이지에  제이. 에
스.  브라이들.  엠.  디.  브라운  및  알.  엠.  참버레인에  의해  발표된  '연속  워드  인식을  위한 알고리
즘'에 설명된 바와 같이 종래 기술의 인식 알고리즘이 사용될 수도 있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8-비트  마이크로  컴퓨터가  음성  인식기  (326)기능을  수행한다  더우기  제  3도의 
몇몇의  다른  제어  시스템  블럭이  코덱/필터(CODEC/FILTER)와  DSP(디지탈  신호  처리기)의  도움으로 
상기  동일한  마이크로  컴퓨터에  의해  부분적으로  구현된다.  본  발명에  사용될  수도  있는  음성 인식
기(326)에  대한  다른  하드웨어  구성이  제이.페크함과  제이.그린  및  제이.캐닝과  피.스테븐스에  의해 
음향,  음성  딪  신호처리에  관한  IEEE국제회의(1982년  5월  3-5일)의  논문  제2권  863내지  866페이지의 
'실시간  하드웨어  연속  음성  인식  시스템'과  거기에  포함된  참고  문헌에  설명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음성  인식의  어느  특정  형태나  혹은  어느  특정  하드웨어에  제한되지  않는다.  특히  본 발
명은  분리되거나  혹은  연속한  위드  인식과  소프트웨어에  기초하거나  혹은  하드웨어에  기초한 실시예
의 실현을 고려한 것이다.

제어  유니트(334)와  디렉토리  메모리(332)로  이루어진  장치  제어기(130)는  음성  인식  처리기(120)와 
음성합성  처리기(140)를  쌍방향  인터페이스  버스를  통해  무선  전화기(350)에  인터페이스  한다.  제어 
유니트(334)는  전형적으로  무선  논리  블럭(352)으로  부터  제어  시스템의  다른  불럭으로  데이타를 인
터페이스할  수  있는  제어  마이크로  프로세서이다.  또한  제어  유니트(334)는  제어  헤드를  언록킹 
(unlocking)하는  것,  전화를  호출하는  것,  전화호출을  마치는  것  등과  같은  연산  제어를  실행한다. 
상기  무선  제어에  대한  특정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구조에  따라,  제어  유니트(334)는  DTMF  다이얼링, 
인터페이스  버스  멀티플렉싱,  제어  기능  결정  (decision-making)과  같은  특정  제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부  블럭을  포함할  수도  있다.  더우기,  제어  유니트(334)의  데이타  인터페이스  기능은 무
선  논리  블럭  (352)의  기존  하드웨어에  포함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각각의  무선  형태나  혹은 각종
의 전자 장지 응용에 대비해 전형적으로 하드레어 지정 제어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EEPROM으로된  디렉토리  메모리(332)는  많은  전화번호를  기억하여  디렉토리  다이얼링을  할  수  있다. 
기억된  전화번호  디렉토리  정보가  제어  유니트(334)로  부터  디렉토리  메모리  (332)로  인입 전화번호
를  트레이닝  처리하는  동안에  보내지고,  동시에  상기  디렉토리  정보는  유효  디렉토리  다이얼링 명령
으로  인식에  응답하여  제어  유니트(334)에  제공된다.  사용된  특정  장치에  따라,  디렉토리 메모리
(332)를  전화기  장치  자체에  일체화  하는  것이  더욱  경제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장치 
제어기  (130)는  전화  디렉토리  저장기능과  전화번호  다이얼링  기능  및  무선  연산  제어기능을 수행한
다.

또한  장치  제어기(130)는  무선  전화의  동작상태를  나타내는  상기한  형태의  상태  정보를  음성  합성 
처리기(140)에 제공한다. 상기 상태 정보는 디렉토리 메모리 (322)에 기억된 
전화번호('555-1234'등),  템플리트  메모리  (160)에  기억된  디렉토리  명  ('스미스'  '죤'등), 디렉토
리 상태정보('디렉토리플' '이름 ? '등)나 흑은 무선 전화 상태정보('호출중지' '시스템 사용
중'등)와  같은  정보를  포함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장치  제어기  (130)는  사용자  대화식  음성 인식/
음성 합성 제어 시스템의 핵심부이다

음성  합성  처리기  블럭(140)은  음성  응답  기능을  수행한다.  템플리트  메모리(160)에  저장된  워드 인
식  템플리트가  템플리트로  부터  음성  합성이  요구될  때마다  데이타  확장기  (346)에  제공된다. 전술
한  바와  같이,  데이타  확장기  (346)는  템플리트  메모리  (160)로  부터의  축소된  워드  특성  데이타를 
언팩  (unpack)하며,  채널  뱅크  음성  합성기  (340)에  대해  '템플리트'  음성  응답  데이타를  준비한다. 
데이타 확장기 (346)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8a도 이하를 참조하자.

만일  상기  시스템  제어기가  '기성'  응답  워드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응답  메모리  (344)는  음성 응
답  데이타를  채널뱅크  음성  합성기  (340)에  공급한다.  응답  메모리  (344)는  ROM이나  EPROM을 포함한
다. 상기 양호한 실시예에 있어서 인텔 TD 27256 EPROM이 응답 메모리 (344)로서 사용된다.

'기성'  즉,  '템플리트'  음성  응답  데이타를  사용하여  채널뱅크  음성  합성기  (340)는  상기  응답 위드
를  형성하고  디지탈∼아날로그(D/A)  변환기  (342)에  그것을  출력한다.그런  다음  상기  음성  응답이 

37-7

특1995-0007858



사용자에게 전달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채널뱅크 응답 합성기(340)는 14-채널 보코우더
(VOCODER)의  음성  합성  부분이다.  상기  보코우더의  한  예를  IEE  PROC.제127권,  Pt.F,  No.1(1980년, 
2월)의  53  내지 60페이지에 제이 .엔.  흘름스에 의해 'JSRU  재널  보로우더'에서 볼  수  있다. 채널뱅
크  합성기에  제공된  정보는  통상적으로  상기  입력  음성이  유성음이  되어야  하는지  혹은  무성음이 되
어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와,  있다면  핏치율(Pitch  rate)과,  14필터  각각의  이득에  관한  정보를 포함
한다.그러나  당업자에게  명백한  바와  같이,어떤  형태의  음성  합성기도  기본  음성  합성  기능을 수행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채널뱅크  음성  합성기(340)의  특정  구성에  데해  제9a도  이하에서  도면과 함
께 충분히 설명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음성  통신  장치용  사용자  대화식  제어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음
성  인식  템플리트로  부터의  음성  합성  실현을  개시하고  있다.본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음성  통신 
장치는  셀룰러  이동  무선  전화기와  같은  무선  송수신기이다.  그러나  핸드-프리  사용자  대화식 동작
을  보장하는  어떤  음성  통신  장치도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핸드-프리  제어를  요하는  어떤 단
일 무선 송수신기도 역시 본 발명의 개선된 제어 시스템의 장점을 가질 수 있다.

이제  제3도의  무선  전화기  블럭(350)을  참조하면  무선  논리  블럭(352)은  실제적인  무선  연산제어 기
능을  수행한다.  특히  주파수  합성기(356)에  지시하여  채널  정보를  송신(353)와  수신기(357)에 제공
하도록  한다.  또한  주파수  합성기(356)의  기능은  수정  세어  채널  발진기에  의해  실행된다. 듀플렉서
(duplexer)  (354)는  송신기(352)와  수신기(357)를  안테나(359)를  통해  무선  주파수(RF)  채널에 인터
페이스한다.  단일  무선  송수신기의  경우에  있어서,  듀플렉서(354)의  기능은  RF  스위치에  의해 실행
된다.대표적인 무선 전화기 회로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모토로라 인스트럭션 매뉴얼 
68P81066E40의 제목 'DYNA T.A.C 셀룰러 이동 전화기'를 참조하자.

본  실시예에서  VSP(Vehicual「speakerphone  :차량  스피커폰)로도  불리는  스피커본(360)은  사용자 구
어  오니오(user-spoker  audio)를  상기  제어  시스템과  무선  전화기  송신기  오디오에,  합성  음성  응답 
신호를  사용자에게,  또한  무선  전화기로  부터  수신된  오디오를  사용자에게  핸드-프리  음향  결합을 
제공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전치  증폭기(304)는  입력  음성  신호(305)를  음향  처리기(110)를 제공하
도록 마이크로폰(302)에  의해 제공된 오디오 신호를 증폭한다.   상기 입력 음성 신호는 또한 VSP 송
신  오디오  스위치  (352)에  인가되는데  상기  스위치  (362)는  입력  신호(305)를  송신  오디오(315)를 
통해  무선  송수신기  (353)에  전달한다.  VSP  송신  스위치  (362)는  VSP  신호  검출기  (364)에  의해 제
어된다.  VSP  신호  검출기  (354)는  VSP  스위칭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수신  오디오(355)의  크기와 입
력신호(305)의 크기를 비교한다.

이동  무선  사용자가  말을  하고  있으면,  VSP  신호  검출기(364)는  송신  오디오  스위치(362)를 폐쇄하
기  위해서  검출기  출력단(361)을  통해  정의  제어신호를  제공하고,  수신  오디오  스위치  (368)를 개방
하기  위해  검출기  출력단(363)을  통해  분리  제어신호를  제공한다.  반대로,  지상  통신부(landline 
party)에서  말을  하고  있으면,  VSP  신호  검출기(364)는  수신  오디오  스위치(368)을  폐쇄하기  위해 
반대  극성의  신호를  제공하고  동시에  송신  오디오  스위치  (362)를  개방한다.  수신  오디오  스위치가 
페쇄되면.  무선  전화기  수신기(357)로  부터의  수신기  오디오(355)가  수신  오디오  스위치(368)를 통
해  스위치된  수신  오디오  출력단(367)을  경유해  멀티플렉서  (370)에  전달된다.  몇몇의  통신 시스템
에  있어서,  오디오  스위치  (362),  (368)를  상기  신호  검출기로  부터의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동일하
지만  서로  반대  극성의  감쇠를  일으키는  가변이득  장치로  대치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멀티플렉서  (370)는  제어  유니트(334)로  부터의  멀티플렉스  신호(335)에  응답하여  스위치된 
수신  오디오  출력단(367)과  음성  응답  오디오(345)를  스위치  한다.  제어  유니트가  상태  정보를  음성 
합성기에  전송할  때마다   멀티플렉서  신호(335)는  멀티플렉서  (370)로  하여금  음성  응답  오디오를 
스피커에  보내도록  지시한다.  VSP  오디오(365)는  통상적으로  스퍼커에  인가되기  전에  오디오  증폭기 
(372)에  의해  증폭된다.  본  명세서에  설명하는  차량  스피커폰의  실시예는  본  발명에  사용될  수  있는 
많은 가능한 구성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목하자.

요약하면.  제  3도는  사용자  구어  명령에  관한  무선  전화기  작동  파라미터를  제어하기  위한 핸드-프
리  사용자에  대화식  음성  인식  제어  시스템을  구비한  무선  전화기를  설명한다.  상기  제어  시스템은 
음성  인식  템플리트  메모리나  흑은  '기성'  응답  메모리로  부터  음성  합성을  통해  사용자에게  가청 
피드백  (audible  feedback)을  제공한다.  차량  스피커폰은  사용자  구어  입력  음성을  제어  시스템과 
무선  송신기에  음향  결합하고,  상기  제어  시스템으로  부터의  음성  응답  신호를  사용자에게,  또한 수
신이  오디오를  사용자에게  핸드-프리  음향  결합을  제공한다.  인식  템플리트로  부터의  음성  합성을 
실현하면 무선 전화기의 음성 인식제어 시스템의 성능이 개선되며, 다양성이 증대된다.

2. 데이타 축소 및 템플리트 저장

제4a도를  참조하면.  제4a도는  데이타  축소기(322)의  확대  블럭도를  도시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데
이타  축소기  블럭  (322)은  템플리트  메모리(160)에  저장하기  위한  축소된  워드  특성  데이타를 발생
하기  위해  워드  평균기(320)로  부터의  '로우'  리드  특성  데이타를  이용한다.  데이타  축소기능은 3단
계로  실행되는데.  즉(1)에너지  정규화  블럭(410)은  채널  에너지의  평균값을  감산함으로써  채널 에너
지에  대한  기억치의  범위를  축소하고,  (2)  세그멘테이션/압축  블럭(420)은  워드  특성  데이타를 세그
멘트로  만들고  '클러스터'를  형성하기  위해  음향적으로  유사한  프레임을  결함하여.  (3)  자동  엔로딩 
블럭(430)은  저장요구를  더욱  축소하기  위해  실제  채널  에너지  데이타가  아닌,  저장을  위한  인접 채
널들  사이의  차이를  발생한다.  상기  3단계의  과정이  모두  실행되면,  각각의  프레임에  대해  축소된 
데이타  포맷이  제6c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오직  9바이트로  저장된다.  요약하면,  데이타  축소기 
(322)는  저장요구를  최소화하기  위해  '로우'  워드  데이타를  축소된  데이타  포맷으로  '팩  (pack  ; 데
이타를 압축 기억시킴)'한다

제4b도의  흐름도는  제4a도의  에너지  정규화  블럭  (410)에  의해  실행되는  단계의  순서를  설명한다. 
블럭(440)에서  시작하면,  블럭  (441)은  후에  계산에  사용되게  될  변수를  초기화  한다.  프레임 카운
트 FC는  데이타 축소될 위드의 제  1프레임에 일치하여 1로  초기화 된다.  채널 총계(channel  total  , 
CT)는  채널뱅크 특성 추출기 (312)와  일치하는 채널의 총  수로 초기화 된다.   상기 양호한 실시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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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14채널 특성 추출기가 사용된다.

그다음 프레임 총계 (frame  total  .  FT)가  블럭 (442)에서  계산된다.  프레임 총계 FT는  상기 템플리
트  메모리에  저장될  워드당  프레임의  총  수이다.  상기  프레임  총계  정보는  트레이닝  처리기 (170)에
서  이용할  수  있다.  설명하자면,  500  미리세컨드(milli  second)  지속  기간  입력  워드의  음향  특성은 
10미리세컨드마다  샘플링이  이루어  진다(디지탈  식으로)  각각의  10미리세컨드  타임  세그먼트가  한 
프레임으로 된다. 그러므로 500 미리세컨드 워드는 50프레임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FT는 50이다.

블럭(443)은  상기  워드의  모든  프레임이  처리되었는지를  알아보는  테스트를  한다.  만일  상기  프레임 
계수 FC가  프레임 총계 FT보다 크다면,  정규화하기 위해 남아 있는 워드의 프레임이 하나도 없게 되
고,  상기 워드에 대한 에너지 정규화 과정이 블럭 (444)에서  끝나게 된다.  그러나 만일 FC가  FT보다 
크지  않다면,  에너지  정규화  과정이  상기  워드의  다음  프레임으로  계속된다.  상기  예의  50프레임 워
드의 예를 적용시켜 보면,  상기 워드 각각의 프레임은 블럭 (452)을  통해 블럭 (445)에서  에너지 정
규화  되고,  상기  프레임  카운트  FC는  블럭  (453)에서  증가되며,  FC는  볼럭  (443)에서  테스트된다. 
상기  워드의  50번째의  프레임이  에너지  정규화된  후에,  FC는  블럭  (453)에서  51로  증가된다.  51인 
프레임  계수  FC가  프레임  총계 FT50 과  비교  되는  경우,  블럭(443)은  에너지  정규화  과정을 블럭(44

4)에서 끝마치게 된다.

실제적인  에너지  정규화  과정은  상기  템플리트  메모리에  기억될  값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각각의 
별개  채널로  부터  상기  모든  채널의  평균값을  감산함으로써  완료된다.  블럭(445)에서  평균  프레임 
에너지(AVGENG)가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된다.

i=CT

AVCENG=SUM CH (i) /CT

i=1

여기서  CH(i)는  개개의  채널  에너지이고,  CT는  채널의  총수와  같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에너지는 
로그(log)  에너지로서  저장되고  에너지  정규화  과정에  의해  실제적으로  상기  각각의  채널  로그 에너
지로 부터 평균 로그 에너지가 감산된다.

상기  평균  프레임  에너지  AVGENG는  블럭(446)에서  산출되고  각각의  프레임에  대해  채널  데이타의 마
지막  위치에  기억된다(제6c도의  바이트  9참조).  평균  프레임  에너지를  4비트로  효과적으로 기억시키
기  위하여,  AVGENG가  전체  템플리트의  피크(peak)  에너지  값으로  정규화되고,  그런  다음  3dB  단계로 
양자화된다.  상기  피크  에너지가  값  15로  설정되면(최대  4비트).  한  템플리트  내의  총  에너지 변화
는  16단계×3dB/단계=48dB가  된다.  상기  양호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평균  에너지 정규화/양자화
는  세그멘테이션/압축  과정  (블럭  420)  동안에  보다  고정밀  계산을  하기  위해  채널  14를  차동 엔코
딩 한 후에 실행된다.

블럭(447)은  채널  계수  CC를  1로  셋트시킨다.  블럭(448)은  채널  계수기  CC에  의해  누산기로 어드레
스된  채널  에너지를  판독한다.  블럭  (449)은  블럭(448)에서  판독된  채널  에너지로  부터  블럭 (445)
에서  계산된  평균  에너지를  감산한다.  상기  단계는  블럭  (450)에서  세그멘테이션/압축  블럭 (420)으
로  출력되는  정규화된  채널  에너지가  데이타를  발생한다.  블럭(451)은  채널  계수기를  증가시키고, 
블럭(452)은  모든  채널이  정규화  되었는지  알아보는  테스트를  한다.  만일  새로운  채널  계수가  채널 
총계보다  크지  않으면,  상기  과정은  다음채널  에너지가  판독되는  블럭(448)으로  되돌아  간다. 그러
나  만일  상기  프레임의  모든  채널이  정규화  되었다면,  상기  프레임  계수는  데이타의  다음  프레임을 
얻기  위해  블럭  (453)에서  증가된다.  모든  프레임이  정규화되면,  데이타  축소기  (322)의  에너지 정
규화 과정이 블럭 (444)에서 끝나게 된다.

이제  제4c도를  참조하면,  제4c도는  데이타  축소기의  실현  즉  블럭  (420)을  설명하는  블럭도이다. 상
기  입력  특성  데이타가  초기  프레임  기억장치  즉  블럭  (502)내의  프레임에  기억된다.  기억장치에 사
용되는  메모리  램  (RAM)이  좋다.  어떤  프레임을  클러스터링  될  것인지를  제어,  지정하기  위해 세그
멘테이션  제어기  블럭(504)이  사용된다.  상기  목적을  위해  모토로라  형명  6805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같은 다수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인입  프메임을  평균하기  전에  상기  프레임  사이의  유사성을  걸정하기  위해   상기 프레임
과  관련된  왜곡  추정치를  먼저  클러스터링  함으로써  평균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상기  계산은  블럭 
(504)에 사용된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유사하거나 혹은 동일한 것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계산에 대한 상세한 논의가 계속된다.

어느 프레임이 결합될 것인지가 결정되면,   상기 프레임 평균기 즉 블럭 (508)은   상기 프레임을 대
표  평균  프레임으로  결합한다.  다시  블럭  (504)과  같은  유사한  형의  처리수단이  평균화를  위해  특정 
프레임을 결합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데이타를  효과적으로  축소하기  위하여,   상기   결과와  워드  템플리트는  인식처리가  저하되는  점에서 
왜곡됨이  없이  갸능한한  템플리트  기억장치를  적게  사용해야  한다.  달리말하면,  워드  템플리트를 나
타내는  정보의  양은  최소가  되어야  하고,  동시에  인식의  정확성은  최대가  되어야  한다.  비록  상기 
두가지는  극단적으로  모순이  되지만,  왜곡의  최소  레벨이  각각의  클러스터용으로  허용되면   상기 워
드 템플리트 데이타는 최소화될 수 있다.

제5a도는  소정의  왜곡에  대해  프레임을  클러스터링  하는  방법을  설명한다.음성은  프레임  (510)에 그
룹지워진  특정  데이타로서  기술된다.  클러스터(512)는  대표  평균  프레임(514)으로  결합된다.   상기 
평균  프레임(514)은   상기  시스템에  사용된  특징  데이타의  특정  형태에  따른  여러가지  공지된 평균
하는  방법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다.  클러스터가  허용할  수  있는  왜곡  레벨과  부합하는지를 결정하
기 위해,  종래 기술의 왜곡 테스트가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편균 프레임(514)은  유사성 측정
을 위해 상기 클러스터 (512)내의  프레임 (510)  각각과  비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평균 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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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과   상기  클러스터  (512)내의  각각의  프레임  사이의  거리는  거리  Dl-D5로  표시된다.   만일  상기 
거리중  하나가  허용할  수  있는  왜곡  레벨,즉  임계거리(threshold  distance)를  초과한다면,  상기 클
로스터('512)는  최종  워드  템플리트용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만일  상기  하나의  거리가  임계  거리를 
초과하지  않으면  상기  클러스터  (512)는  상기  평균  프레임(514)으로  표시되는  가능한  클러스더로 참
작된다.

유효  클러스터를  결정하기  위한   상기  기술이  피크  왜곡  측정치로서  참조된다.본  실시예는  두가지 
형태의  피크  왜곡  기준,  즉  피크  에너지  왜곡과  피크  스팩트럼  왜곡을  사용한다.  수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D=max[Ul. D2. D3. U4. U5]

(여기서 D1-D5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각각의 거리를 나타낸다.)

상기  왜곡  측정치는  어느  프레임들이  평균  프레임으로  결합될  수  있는가를  한정하기  위한  부분적인 
제한 조건으로서 사용된다.  만일 D가 에너지 혹은 스펙트럼  왜곡에 대한 예정된 왜곡 임 계치를 초
과하면  상기  클러스터는  거절된다.모든  클러스터에  대해  동일한  제한조건을  유지함으로써  비교적   
양질의 최종 워드 템플리트가 실현된다.

 상기  클러스터링  기술은  상기  워드  템플리트를  나타내는  데이타를  최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동적 프
로그래밍과 함께 사용된다. 동적 프로그래밍의 원리 수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서술된다

Yo=0

Yj=min[Yi+Cij](모든 i에 대해)

여기서  Yj는  노드  0에서  노드  j까지의  최소비용  시의  비용이고,  Cij는  노드  i에서  노드  j까지 이동
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i와 j의 정수값은 가능한 노드 수의 범위에 걸친다

본  발명에  따른  워드  템푿리트의  축소에  상기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  몇개의  가정을  만들었다.  그 
가정은 다음과 같다.

상기 템플리트내의 정보는 일련의 프레임 형태이고, 같은 시간 간격으로 이격된다.

프레임을 평균 프례임으로 합성하는 적합한 방법이 있다.

평균 프레임을 원래의 프레임과 비교하기 위해 중요한 왜곡 측정치가 있다.

프레임들은 오직 인접한 프레임들과 결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최종  목적은  템플리트를  나타내는  최소세트의  클러스터를  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소정의 
왜곡 임계치를 초과하는 클러스터가 하나도 없어야 한다는 제한조건을 따른다.

다음 정의로서 상기 동적 프로그래밍의 원리가 본 발명에 따른 데이타 축소에 웅용될 수 있다.

Yj는 제1i 프레임에 대한 클러스터 조합이다.

Yo는 그 점에 클러스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뜻하는 0경로(null path)이다.

상기  프레임의  클러스터  즉  i+1에서루터  j까지가  왜곡  기준에  부합하면  Cij=1이고,  그렇지  않은 경
우에는 Cij = 00이다.

상기  클러스터링  방법에  의해  상기  위드  템플리트의  제  1프레임에서  시작하는  최적의  클러스터 경로
가 발생된다.   상기 템플리트내의 각각의 프레임에 할당된  상기 클러스터 경로는 그것이 전체에 워
드에  대한  클러스터링을  완전하게  정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분경로로서  참조된다.  상기  방법은 '
프레임  0'과  관련된  0경로를  0으로,  즉  YO=0로  초기화  하므로써  시작된다.  이것은  0프레임을  가진 
템플리트가  그와  관련된  0클러스터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전체  경로  왜곡이  그  상대적  품질을 
묘사하기  위해  각각의  경로에  할당된다.임의의  전체  왜곡  추정치도  사용될  수  있지만,  본 명세서에
서  설명된  실시예에서는  현재  경로를  정의하는  모든  클러스터로  부터의  피크  스펙트럼  왜곡의 최대
치를  이용한다.따라서,  0경로,  Yo는  0총  경로왜곡(TPD)으로  정해진다.  계  1부분  경로  혹은  클러스터 
조합을 구하기 위해 부분 경로 Y1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Y1(프레임 1에서의 부분 경로)=Yo  +  Co,  1  이것은 0경로,  Yo를  취하고 최고 프레임 1까지의 모든 프
레임을  부가함으로써  1프레임의  허용할  수  있는  클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그러므
로 부분경로 Y1에  대한 총  비용은 1클러스터이고,  총  경로 왜곡은 0인데 이것은 평균 프레임이 실제 
프레임과 같기 때문이다.

제 2부분 경로, Y2를 형성하려면 두가지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상기 두 가능성은

Y2=min[Yo+Co, 2; Y1+C1, 2]이다.

첫번째  갸능성은  하냐의  클러스터로  조합된  프레임  1  및  2를  갖는  0경로  Yo이다.두번째  가능성은 클
러스터로서의 제1프레임 즉 부분경로 1에 제2클러스터로서의 제2프레임을 더하는 것이다.

상기  첫번때  가능성은  1클러스터의  비용이  들고  두번째  가능성은  2클러스터  비용이  든다.  데이타 축
소를  최적화하는  목적은  최소의  클러스더를  얻는데  있기  때문에   첫번째  가능성이  더  좋다.  첫번째 
가능성에  대한  총  비용은  1클러스터이다.  상기  TPD는  각  프레임과  두개  프레임의  평균  사이의  피크 
왜곡과  같다.  상기  경우에서,  첫번째  가능성이  소정의  입계치를  초과하는  부분  왜곡을  가지면, 두번
째 가능성이 선택된다.

부분경로 Y3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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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3=min[Yo+Co, 3; Y1+Cl, 3 ;, Y2+C2, 3]

부분경로  Y3의  형성은  부분경로  Y2를  형성하는  동안에  선택된  경로에  의존한다.  처음의  두가지 가능
성  중  하나는  고려되지  않는데  이는  부분경로  Y2가  최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분경로 
Y2에  선택되지  않은  경로는  부분경로  Y3에  대해  고려될  필요가  없다.  다수  프레임의  경우에   상기 
기술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최족이  되지  않는  경로를  탐색치  않고도  총체적으로  최적의  해결이  실현 
된다. 따라서, 데이타를 축소하는데 필요한 연산 시간이 실질적으로 축소된다

제5b도는  4프레임  워드  템플리트에서  최적의  부분경로를  형성하는  한  예를  도시한다.  각각의 부분경
로,  Yl부터  Y4까지가  각각  로우(row)에  도시되어  있다.  밑줄친  부분은  클러스터링을  위해 고려되어
야 할  프레임이다.  Yo+Co,  1로서  정의된 제  1부분경로는 단지 하나의 선택을 갖는다(520)  .  단일 프
레임은 자체로서 클러스터링이 이루어진다.

부분경로  Y2에  대해서,  최적의  형성  (optical  formation)은  처음의  2개의  프레임을  갖는  클러스터 
즉,  선택  (522)을  포함한다.  이  예에서,  부분  왜곡  임계치를  초과한다고  가정하면,  제  2선택 (524)
이  취해진다.  상기 두개의 결합된 프레임 (522)상의  X는  있을 수  있는 평균 프레임을 고려한 것으로 
상기  두  프레임의  결함이  더이상  유지될  수  없음을  나타낸다.이후  이것은  무효화된  선택이라 한다.
프레임  2까지의  최적의  클러스터  형성은  각각이  하나의  프레임  (524)을  갖는  두개의  클러스터를 포
함한다.

부분경로  Y3에  대해서는  3셋트의  선택이  있다.제  1선택  (526)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통상적으로 부
분경로  Y2의  처음  두개의  프레임(522)의  결합이  임계치를  초과하기  때문에  채택되지  못한다.항상 상
기  경우와  같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주시하자.  최적의  알고리즘에서는  단지  부분경로  Y2의 무효화
된  선택(522)에만  근거하여  상기  결합이  바로  거절되지는  않는다.  이미  왜곡  임계치를  초과한 클리
스터에  추가  프레임을  포함하면  때때로  국부적인  왜곡은  감소한다.  그러나  이것은  드물다.  상기 예
에서,  상기와  같은  포함은  고려되지  않는다.무효화된  결합의  보다  큰  결합도  또한  무효화된다.선택 
(522)이  거절되었기  때문에  선택  (530)도  무효화된다.  따라서,  X가  제1  및  제  3선택  (526), (530)에
서  묘사되며  각각의  무효화를  나타낸다.그러므로  제3부분경로  Y3는  오직  두개의  선택  즉  제  2선택 
(528)  및  제  4선택  (532)만을  갖는다.  상기  예에서는  제  2선택(528)이  보다  최적이고(클러스터  수가 
적음), 부분 왜곡 임계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  3선택  (532)은  그것이  최적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화된다.  상기  무효화는  제  4선택 (53
2)상에  XX로  표시된다.프레임  3까지의  최적의  클러스터  형성은  두개의  클러스터  (528)를 포함한다.
제 1클러스터는 오직 제 1프레임만을 포함한다. 제 2클러스터는 프레임 2와 프레임 3을 포함한다.

제  4부분경로  Y4는  선택을  위한  4개의  개념적인  셋트(conceptuap  set)를  갖는다.  상기  X는  선택 
(534),(538),  (542),  (548)이  상기  제  2부분경로로  부터  Y2가  무효화되는  선택  (522)의  결과로서 무
효화  되는  것을  나타낸다.  상기  결과로  단지  선택(536),  (540),  (544),  (546)만을  고려하면  된다. 
Y3까지의  최적의  클러스더링이  선택(532)이  아니라  선택(528)이기  때문에  선택(546)이  최적의 선택
이  아님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택(546)은  무효화되고  XX로  표시되었다.  남아  있는  세가지 
선택  중에서  선택(536)이  다음으로  선택되는데  이렇게  하면.  대표  클리스터의  수가  최소로  되기 때
문이다.  상기 예에서,  선택 (536)은  부분 왜곡 임계치를 초과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
므로  전체  워드  템플리트에  대한  최적의  클러스터  형성은  오직  두개의  클러스터만을  포함한다.제 1
클러스터는  오직  제  1프레임만을  포함하고,  제  2클러스더는  프레임으로  부터  프레임  4까지를 포함한
다.  부분경로  Y4는  최적으로  축소된  워드  템플리트를  나타낸다.  수학적으로,  상기  최적의 부분경로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Yl+Cl, 4

상기  경로  형성  절차는  각각의  부분경로에  대해  클러스터  형성을  선택적으로  지정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다.  상기  프레임은  부분경로의  마지막  프레임으로  부터  상기  부분경로의  제  1프레임을  향해 클
러스터링  될  수  있다.예를  들어  부분경로  Y10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클러스터링의  순서는  Y9  +C9, 
10  :  Y8+C8,10  ;  Y7+C7,  10  ;  등이다.  프레임 10을  이루는 클러스터를 맨먼저 고려한다.상기 클러스
터를  형성하는  정보가  구해지고,  프레임  9가  상기  클러스터  C8,  10에  첨가된다.클러스터링  프레임 9
와  프레임  10이  부분  왜곡  임계치를  초과하면,  정보  형성  클러스터  C9,  10은  부분경로  Y9에 첨가되
는  추가  클러스터를  고려하지  않게된다.클러스터링  프레임  9와  프레임  10이  부분  ,왜곡  임계치를 초
과하지  않으면,  클러스터  C8,  10가  고려된다.  임계치를  초과하지  않을  때까지  상기  클러스터에 프레
임이  더해지고,  그때  Y10에서  부분경로를  구하는  것이  완료된다.  그러면,  최소의  클러스터를  갖는 
경로인  최적의  부분경로가  Y10에  대한  앞의  모든  부분경로로  부터  선택된다.  상기  클러스터링의 선
택적 순서에 의해 가상 클러스터 결합의 테스팅이 제한되어 연간시간이 축소된다.

일반적으로,  임의의  부분경로  Yj에서,  최대의  j클러스터  결합이  테스트된다.  제5c도는  상기  경로에 
대한 선택적 순서를 도시한다. 최적의 부분경로는 수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Yi=min[Yj-1+cj-i, j ;..; Yl+Cl, j : Yo+Co, j]

여기서  min은  왜곡  기준을  만족하는  클러스터  경로에서  최소수의  클러스터를  나타낸다.  제5c도의 수
평축에  위치한  표시는  각각의  프레임을  묘사한다.  수직의  로우는  부분경로  Yj에  대한  클러스터  결합 
가능성을  나타낸다.  괄호(bracket)의  최소  셋트,  즉  클러스터  가능성  번호  1은  제  1의  가상 클러스
터  형성을  절정한다.  상기  형성은  자신에  의해  클러스터링이  이루어진  단일  프레임  j  와  최족의 부
분 경로 Yj-1을 포함한다.

보다  적은  비용이  드는  경로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가능성  2가  테스트된다.  프레임 
j-2까지에서은  부분경로  Yj-7가  최적이기  때문에  프레임  j와  j-1을  클러스터링  하는  것은  프레임 j
까지  또다른  형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프레임  j는  왜곡  임계치를  초과할  때까지  추가 
인접  프레임과  함께  클러스터링이  이루어진다.  왜곡  임계치가  초과되면  부분경로  Yj에  대한  탐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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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되고, 최소의 클러스터를 갖는 경로가 Yj 로서 취해진다.

이런식으로  클러스터링의  순서를  취하면.  프레임  j에  바로  인접한  프레임만이  클러스터링되게 된
다.어느  프레임이  클러스터링  되어야만  하는지를  결정하는데  무효화된  선택이  사용되지  않는  것이 
추가의  장점으로  된다.  그러므로  임의의  단일  부분경로  에  대해,  최소수의  프레임이  클러스터링을 
위해 테스트되고, 부분 경로당 한번의 를러스터링을 형성하는 정보만이 메모리에 저장된다.

각각의 부분경로를 형성하는 정보는 다음 세가지 파라미터를 포함한다.

1) 총 경로비용, 즉 상기 경로에서의 클러스터 수

2) 형성된 상기 경로를 지시하는 트레이스백(trace-back) 포인터, 예를 들면 부분경로 Y6가 
(Y3+C3,6)으로 정의되면, Y6의 경우 트레이스백 포인터는 부분경로 Y3를 가리킨다.

3)  경로에  대한  전제  왜곡을  반영하는  현재  경로에  대한  총  경로  왜곡,  상기  트레이스백  포인터는 
상기 경로내의 클러스터를 형성한다.

총  경로  왜곡은  상기  경로의  질을  반영하며,  각각이  동일한  최소비용(클러스터의  수)을  갖는  두개의 
가능한 경로 형성중 가장 바람직한 것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다음에는 세가지 파라미터의 응용을 예시한다. 클러스터 Y8에 대해 다음 경합이 존재한다고 하자.

Y8=Y3+C3, 8이나 Y5+C5, 8

부분경로  Y3의  비용과  부분경로  Y5의  비용이  동일하고,  클러스터  C3,  8과  C5,  8이  모두  부분  왜곡 
제한 조건을 넘는다고 하자.

최소의  TPD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  최적의  형성이다.  피크  왜곡  테스트를  사용하여,  부분  경로  Y8에 
대한 최적의 형성이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mill[max[Y3 TPD ; 클러스터 4-8의 피크 왜곡] ;

max[Y5 TPD ; 클러스터 6-8의 피크 왜곡]]

어느  포메이션이  최소의  TPD를  갖는지에  따라,  상기  트레이스백  포인터가  Y3흑은  Y5로  셋트되게 된
다.

이제  제5d도를  참조하면,  제5d도는  j프레임  순서에  대해  부분경로의  형성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상기  흐름도에  대해  논하면  한  워드  템플리트는  4프레임을  갖는다.즉  N=4이다.  따라서,  데이타  축소 
템플리트는 제5b의 예와 동일하며. 여기서 Yj=Yl+Cl, 4이다.

상기  널(null)  경로,  즉  부분경로  Yo가  비용과  트레이스백  포인터  및  TPD와  함께  블럭(550)에서 초
기화  된다.  각각의  부분경로는  TPD와  비용  및  TBP에  대해  고유세트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주목하자. 
프레임 포인터 j는  제  1부분 경로 Yl은  나타내는 1로  블럭 (552)에서  초기화 된다.  이에서 제5e도의 
흐름도  제  2부분을  보면,  제  2프레임  포인터  k는  블럭  (554)에서  0으로  초기화  된다.상기  제 2프레
임  포인터는   상기  부분경로에서  클러스터링을  위해  뒤로  어느  정도까지의  프레임이  고려되어야 하
는지를 특정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므로, 클러스터링 하기 위해 고려되어야할 프레임은 k+1부터 j까지로 특정된다.

상기  프레임이  블럭  (556)에서  평균되고.  클러스터  왜곡이  블럭  (558)에서  발생된다.  부분경로의  제 
1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블럭  (562)에서  테스트가  행해진다.  이  예에  있어서 
제  1부분경로가  형성되고  그러므로  상기  클러스터는  블럭  (564)에서  필요한  파라미터를 셋팅함으로
써 메모리에 형성된다.

이것이  상기  제1부분경로에서  제1클러스터이기  때문에,  상기  트레이스백  포인터(TPD)는  0워드로 셋
트되고, 비용은 1로 셋트되며 TPD는 0으로 유지된다.

프레임  j에서  끝나는  경로에  대한  비용은  부가된  새로운  클러스터에  대해  j(경로  j에  클러스터의 
수)  -1에서  끝나는  경로의  비용과  같이  세트된다.  블럭(566)에  기술된  제2프레임  포인터  k를 감소시
킴으로써  보다  큰  클러스터  형성에  대한  테스트가  시작된다.  이  점에서  K가  -1로  감소되기  때문에 
무효(invalid)  프레임  클러스터를  방지하기  위해  블럭  (568)에서  텍스트가  행해진다.  블럭 (568)에
서  실행된  테스트로  부터의  긍정적인  결과는  모든  부분경로가  형성되었고  적합성을  테스트  받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상기  제  1  부분경로는  수학적으로  Yl=Yo+Co,  1로  정의되고,  제  1프레임을  포함하는 
하나의  클러스터로  구성되어  있다.  블럭(510)에서  설명된  테스트는  모든  프레임이  클러스터링 되었
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아직  클러스터할  세개의  프레임이  있다.  다음  부분경로는  블럭  (572)에서 
상기  제  1프레임  포인터  j를  증가시키므로써  초기화  된다.  제  2프레임  포인터는  블럭  (554)에서 j전
에 하나의 프레임으로 초기화 된다. 따라서 j는 프레임  를  나타내고 k는 프레임 1을 나타낸다.

프레임  2는  블럭(556)에서  자신에  의해  자체도  평균화  된다.  j가  k+1과  같은지를  결정하기  위해 블
럭(562)에서  테스트가  행해지고,  제  1부분경로  Y2를  형성하기  위해  블럭(564)로   흐름이  계속된다. 
상기 포인터 k는 그 다음 클러스터를 고려하도록 블럭 (566)에서 감소된다.

프레임  1과  프레임  2는  블럭  (556)에서  Yo+Co,  2를  형성하도록  평균되고,  왜곡치가  블럭(558)에서 
발생된다.상기  제  1경로가  블럭(562)에서  형성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흐름은  블럭(560)으로 계속된
다.  왜곡치가  블럭  (560)으로  계속된다.  왜곡치가  블럭(560)에서  임계치와  비교된다.  상기  예에서, 
프레임  1과  프레임  2의  결합이  임계치를  초과한다.  그러므로  이미  세이브틴(saved)부분경로  즉 

Y1+C1, 2가 부분경로 Y2용 으로 세이브되고, 흐름도는 블럭 (580)으로 분기된다.

블럭  (580)이  기술된  단계는  어떤  추가의  프레임이  임계치를  초과하는  상기  프레임과  함께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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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블럭 (580)에서 테스트를 행하는 단계다.

통상적으로  대부분  데이타의  특성으로  인해,  상기  단계에서,  추가의  프레임  부가하면  왜곡  임계치를 
초과하게  된다.  그러나.  만일  발생된  왜곡치가  임계치를  약  20%  이상  초과하지  않는다면  추가 프레
임이  왜곡  임계치를  초과하지  않고  클러스터링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다른 클러스
터링이  필요하다면,  상기  제  2프레임  포인터는  블럭  (566)에서  새로운  클러스터를  특정하도록 감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블럭(570)에서  모든  프레임이  클러스터링  되었는지의  여부를  지시하기  위해 
테스트가 행해진다.

그다음  부분경로가  블럭  (572)에서  j가  3과  같게  세트되도록  초기화  된다.  상기  제2프레임  포인터는 
2로  초기화  된다.  프레임  3은  블럭  (556)에서  자체로  평균되고,  왜곡  측정치가  블럭(558)에서 발생
된다.  이것이  Y3에  대해  형성된  제  1부분  경로이기  때문에,  상기  새로운  경로는  블럭(564)에서 메모
리가  형성되고  저장된다.  상기  제  2프레임  포인터는  대형의  큰  콜러스트를  특정하도록 블럭(556)에
서 감소된다. 상기 대형의 큰 클러스터는 프레임 2와 프레임 3을 포함한다.

상기  프레임은  블럭  (556)에서  평균되고.  블럭(558)에서  왜곡이  발생된다.  이것은  블럭(562)에서 형
성된  제  1  경로가  아니기  때문에,  흐름은  블럭(560)으로  계속된다,  상기  예에서  블럭(560)에서 임계
치는 초과되지 않는다.   두개의 클러스터를 가진 상기 경로,  Y1+C1,  3가  세개의 클러스터를 갖는 경
로  Y1+C1,3보다  적합하기  때문에,  경로  Yl+Cl,  3이  부분경로  Y3로서  이전에  저장된  경로  Y2+C2,3와 
대치된다. 대형의 클러스터는 블럭 (556)에서 k가 0로 감소되는 것으로서 특정된다.

프레임  1에서  3까지  블럭  (556)에서  평균이  이루어지고,  또다른  왜곡치가  블럭(558)에서  발생된다. 
상기  예에서  블럭  (560)에서  임계치가  초과되고  추가  프레임이  클러스터링  되지  않으며(블럭  580), 
모든 프레임이 클러스터링 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블럭 (570)에서 또다시 테스트가 행해진다.

프레임  4는  아직  클러스터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j는  그  다음  부분경로  Y4를  위해  감소된다. 제2프
레임 포인터는 프레임 3에서 셋트되고 크러스터링 과정이 반복된다.

프레임 4는 자체로서 블럭 (556)에서 평균이 이루어지고, 이것은 블럭(562)에서 형성된 
제1경로이고,  상기  경로는  블럭(564)에서  Y4용으로  형성된다.  상기  부분경로  Y3+C3,4  은 3클러스터
의 비용이 든다. 대형의 클러스터가 블럭(564)에서 특정된 프레임 3과 프레임 4가 클로스터링 된다. 

프레임  3과  프레임  4는  블럭  (556)에서  평균이  이루어진다.  상기  예에서,  왜곡  측정치는  임계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블럭)  (560).  상기  부분  경로   Y2+C2,는  3클러스터의  비용을  갖는다.  이것은  이전 
경로  (Y3+C3,4)와  동일한  비용이기  때문에,  블럭(574)과  블럭(576)을  통해  블럭(578)으로  흐름이 계
속되고,  경로가  최소의  왜곡을  갖는지를  결정하기  위매  상기  TPD가  테스트된다.만일  현재 경로
(Y2+C2.  4)가  경로(Y3+C3,4)  보다  낮은  TPD를  갖는다면(블럭)  (578),  블럭(574)에서  대치되고, 그렇
지  않으면  흐름이  블럭  (566)으로  계속된다.보다  큰  클러스터가  블럭(566)에서  지정되고,  프레임 2
에서 4까지 클러스터링된다.

프레임  2에서  4까지   블럭  (556)에서  평균이  이루어진다.  상기  예에서  왜곡  측정치는  임계치를 초과
하지  않는다.  상기  부분경로  Y1+C1,4는  2클러스터의  비용을  갖는다.  이것은  부분경로(Y4)에  대해 이
전의 경로보다 적합하기 때문에 (블럭)(574), 상기 경로가 이전의 경로로 대치되는 것으로 
결정된다.  블럭  (564)  .  대형의   클러스터가  블럭  (566)에서  지정되고.  프레임  1에서  4까지 클러스
터링된다.

상기  예에서  프레임  1부터  4까지  평균하는  것은  왜곡  임계치를  초과한다(블럭)(560).  클러스터링이 
블럭(580)에서  중지된다.  모든  프레임이  클러스터링이  되었기  때문에(블럭)(570),  각각의 클러스터
를  형성하는  기억된  정보는  블럭  (582)에서  상기  4프레임  데이타  축소  워드  템플리트에  대해  최적의 
경로, 수학적으로는 Y4 = Yl + Cl,4로 정의된다.

상기  예는  제  3도로부터의  최적의  데이타  축소  워드  탬플리트의  형성을  설명한다.흐름도는  다음 순
서로 각각의 부분경로에 대한 클러스터링 테스트를 설명한다.

Yl : 1234

Y2:1234 *1234

Y3: 1234 1234 * 1234

Y4: 1234 1234 1234 * 1234

프레임을  나다내는  상기  번호는  각각의  클러스터  테스트를  위해  밑줄이  쳐져  있다.  임계치를 초과하
는 클러스터는 이미 '*'로서 표시되어 있다.

상기  예에서  10클러스터  경로가  구해진다.  일반적으로  상기  절차를  사용하면  클러스터  형성을 탈색
하도록  최고  [N(N+1)]/2  클러스터  경로를  필요로  하는데,  여기서  N은  워드  템플리트에서의  프레임의 
수이다.

15프레임  워드  템플리트의  경우  상기  절차는  모든  가능한  조합을  시험해  보는  검색시도를  위해 
16.384경로에  비해  많아야  120경로의  검색을  필요로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본  발명에  따른  상기 
절차를 사용함으로써 연산기간에 있어서 매우 큰 감소가 실현된다.

제5e도의  블럭(552),  (565),  (554),  (562),  (550)을  수정함으로써  연산시간에서  더욱  큰  축소가 실
현될 수 있다.

블럭(568)은  제2프레임  포인터  k에  대해  정해지는  한계(limit)를  설명한다.  상기  예에서  k는  오직 
프레임  0에서  0경로인  부분경로  Yo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k가  각  클러스터의  길이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클러스터링되는  프레임  수는  k를  제한함으로써  한정될  수  있다.  소정의  왜곡 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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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경우에  클러스터링시  왜곡  임계치를  초과하는  왜곡을  일으키는  다수의  프레임이  항상  있게 된
다.  반대로  왜곡  임계치를  초과하는  왜곡을  발생치  않는  최소의  클러스터  형성이  항상  있게  된다, 
반대로  왜곡  임계치를  초과하는  왜곡을  일으키는  다수의  프레임이  항상  있게  된다.  그러므로  최대 
클러스터  크기,  MAXCS와  최소  클러스터  크기,  MINCS를  한정함으로써  상기  제2프레임  포인터,  k가 제
한될 수 있다.

MINCS는  블럭  (552)  ,  (554),  (562)에  사용되게  된다.  블럭(552)의  경우  ,  j가  MINCS로  초기화 
된다.  블럭  (554)에  대해,  상기  단계에서  k로부터  1을  감산하는  것이  아니라  MINCS가  감산되게 
된다.  이렇게  하므로써  k가  각각의  새로운  부분  경로를  위해  특정수의  프레임으로  되돌아  가게 
된다.  결과적으로  MINCS  보다  적은  프레임을  갖는  클러스터는  평균되지  않게  된다.  MINCS를 조절하
기 위해 블럭 (562)은 j=k+1이 아닌 j=k+MINCS의 테스트를 도시한다는 것을 주목하자.

MAXCS는  블럭(558)에서  사용된다.  상기  한계는  0이하의  프레임(k<0)  혹은  MAXCS에  의해  지정된  수 
이하(k<0-MAXCS)가 된다. 따라서 MAXCS를 초과한다고 알고 있는 클러스터는 테스트하지 않게 된다.

제5e도와  에서  사용된  기호법  (notation)에  따라  상기  제한  조건은  수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  될 
수 있다.

k≥j -MAXCS와 k≥0 ;

k≤j-MINCS와 j≥MINCS

예를들어  부분경로  Y15일때  MAXCS=5,  MINCS=2라  하자.  그러면,  제1클러스터는  프레임  15와  프레임 
14로  이루어진다.  마지막  클러스터는  프레임  15에서  11까지로  이루어진다.  MINCS보다  크거나  같게 
되도록 j를 한정해야 클러스터가 제1 MINCS프레임내에서 형성되지 않게 된다.

크기에서  MINCS의  클러스터는  왜곡  임계치(블럭  560)에  대해서  테스트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하자
(블럭 562). 따라서 무효 부분경로가 모든 Yj≥MINCS 용으로 존재하게 된다.

본  발명에  따라  상기  제한조건을  이용하므로써,  검색되는  경로의  수가  MAXCS와  MINCS  사이의  차이에 
따라 감소된다.

이제 제5f도를 참조하면, 제5e도의 블럭(582)가 보다 상세하게 도시된다.

제5f도는  역방향에서의  각각의  클러스터로부터  트레이스백  포인터(제5도의  블럭  564에서  TBP)를 사
용하여  데이타를  축소한  후의  출력  클러스터를  발생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두개의  프레임  포인터 TB
와  CF가  블럭(590)에서  초기화  된다.  TB는  마지막  프레임의  트레이스백  포인터로  초기화  되고, 현재
의  단부  프레임  포인터,  CF는  상기  워드  템플리트의  마지막  프레임으로  초기화  된다.  상기  예에서, 
즉5d도  및  5e도로부터,  TB는  프레임  1을  가리키게  되고,  CF는  프레임  4를  가리키게  된다,  프레임 
TB+1내지 CF는 최종 워드 탬플리트에 애해 출력 프레임을 형성하기 위해 평균된다. 

블럭  (592)  각각의  평균된  프레임  또는  클러스터용  변수는  조합된  프레임  수를  기억한다.  상기 변수
는 '반복 계수(repeat count)'라하며, CF+TB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아래의 제6c도 참조) .

모든  클러스터가  출력되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블럭(594)에서  테스트가  행해진다.  만일 그
렇게  되지  않았으면,  CF를  TB와  동일하게  셋팅하고,  TB를  새로운  프레임  CF의  트레이스백  포인터로 
셋팅하므로써,  다음  클러스터가  지시된다.  TB상기  절차는  결과  워드  템플리트를  형성하도록  모든 클
러스터가 평균되고, 출력될때까지 계속된다.

제5g도와  5h도  및  5i도는  상기  트레이스백  포인터의  고유한  활용을  설명한다.  상기  트레이스백 포인
터는  일반적으로  부정길이  데이타로  참조되는  부정수의  프레임을  갖는  데이타로부터  클러스터를 출
력하기  위해  부분  트레이스백  모드에  사용된다.이것은  제  3도  및  제5도에서  설명된  예와  다른데, 상
기 예들은 한정된 수의 프레임, 4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제5g도는  일련의  24프레임을  설명하였는데,  상기  프레임  각각은  부분경로를  형성하는  트레이스백 포
인터에  할당된다.  상기  예에서  MINCS는  2로  셋트되었고,  MAXCS는  5로  셋트되었다.  부분 트레이스백
을  부정길이  데이타에  적용하려면,  클러스터링된  프레임이  입력  데이타  부분을  형성하도록 연속적으
로  출력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부분  트레이스백  설계에  상기  트레이스백  포인터를  사용함으로써 데
이타가 연속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

제5h도는  일련의  24프레임을  설명하는데,  상기  프레임  각각은  부분경로를  형성하는  트레이스백 포인
터에  할당된다.  상기  예에서  MINCS는  2로  셋트되었고,  MAXCS는  5로  셋트되었다.  부분  트레이스백을 
부정길이  데이타에  적용하려면,  클러스터링된  프레임이  입력  데이타  부분을  형성하도록  연속적으로 
출력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부분  트레이스백  설계에  상기  트레이스백  포인터를  사용함으로써 데이타
가 연속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

제5h도는  모든  부분경로를  설명하는데,  프레임  21내지  24에서  끝나고  프레임  10에서  변환된다. 프레
임1-4.5-7.  8-10이  최적의  클러스터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변환점이  프레임  10이기  때문에 상
기 프레임이 출력될 수 있다.

제5i도는  프레임   1-4,5-7,8-l0이  출력된  후에  남아있는  트리를  도시한다.  제5g도  및  5h도는  프레임 
0에서의  포인터를  나타낸다.  제5i도의  형성이  이루어진  후에,  프레임  10의  변환점은  새로운 0포인터
의  위치를  가리킨다.  상기  변환점으로  통하여  트레이싱백  하고,  상기  변환점을  통해  프레임을 출력
하므로써 부정길이 데이타가 수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프레임  n이라면,  트레이스백을  시작하는  상기  점들은  n,n-1,n-2‥‥n-MAXCS가  되는데, 
이것은 상기 경로가 여전히 엑티브로 되어 있고 또한 더 많은 인입 데이타와 조합될 수 있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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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a도  및  제6b도의  흐름도는  제4a도의  차동  엔코딩  블럭  (430)에  의해  실행되는  단계의  순서를 설
명한다.  블럭(660)에서  시작하여,  차동  엔코딩은  각  채널의  실제  에너지  데이타가  아니고,  저장하기 
위한  인접  채널들  사이의  차를  발생하므로써  템플리트  저장요구틀  축소한다.상기  차동  엔코딩 과정
은  제4b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한  프레임씩  (frame-by-flame)  기본으로  작동한다.그러므로  초기화 
블럭  (661)은  상기  프레임  계수  FC를  1로  셋트하고  채널  총계  CT를  14로  셋트한다.블럭  (662)에서는 
위에서와  같이  프레임  총계  FT가  연산된다.  블럭  (663)에서는  상기  워드의  모든  프레임이  엔코딩 되
었는지를  알기  위한  테스트가  행해진다.  만일  모든  프레임이  처리되었다면,  상기  자동  엔코딩은 블
럭 (664)에서 끝난다.

채널  계수  CC를  1로  셋팅하므로써  블럭(665)는  실제  차동  엔로딩  절차를  시작한다.채널  1에  대한 에
너지  정규화  데이타는  블럭  (666)에서  누산기  (accunlulator)로  판독된다.블럭  (667)에서는  상기 채
널  1데이타를  축소시켜  저장하기  위해  1.5dB  단계로  양자화가  행해진다.  특성  추출기  (312)로부터의 
채널  데이타는  초기에  바이트당  8비트를  이용하는  단계당  0.376dB로  표시된다.  1  5dB  증분으로 양자

화  되면,  96dB  에너지  범위 (2
6
×l.5dB))를  표시하기  위해  오직  6비트만이  필요하다.제  1  채널은 인

접 채널 차이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busis)를 형성하도록 차동적으로 엔코딩 되지 않는다.

상기  채널의  양자화되고  제한된  값이  체널  차이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면,  중요한  양자화 
에러가  블럭(430)의  차동  엔코딩  과정으로  발생될  수  있다.  상기  채널의  재구성된  양자화  값인  내부 
변수  RQV가  상기  에러를  고려하기  위해  차동  엔코딩  루프내에서  발생된다.채널  1은  차동적으로 엔코
딩  되지  않기  때문에  블럭  (668)에서는  채널  1RQV를  채널  1  양자화  데이타  값으로  단순히  할당하여 
후사용을 위매 상기 양자화 채널 1데이타는 블럭 (669)에서 (템플리트 메모리 160)으로 출력된다.

채널  계수기는  블럭(670)에서  증가되고  다음  채널  데이타는  블럭(671)에서  누산기로  판독된다. 블럭
(672)는  단계당  1.56dB에서  상기  채널  데이타의  애너지를   양자화  한다.  차동  엔코딩은  실제  채널 
값이  아닌  채널  사이의  차이를  저장하므로,  블럭  (673)에서는  다음  방정식에  따른  인접  채널  차이가 
결정된다.

채 널 (CC) 차이 = CH (CC) 데이타 - CH(CC -1) RQV

여기서  CH  (CC-1)RQV는  상기  루프의  블럭  (575)에서  혹은  CC=2에  대한  블럭  (668)에서  형성된  상기 
채널의 재구성된 양자화 값이다.

블럭  (674)는  상기  채널  차동  비트값을  -8에서  최대  +7까지로  제한한다.  비트값을  한정하고  에너지 
값을  양자화함으로써,  인접  채널  차이의  범위는  -12dB/+10.5dB가  된다  다른  활용에서는  다른  양자화 
값 혹은 비트 관계를 필요로 할 수도 있으나. 본 발명의 결과는 본 발명의 활용을 위해 충분한 상기 
값들을  나타낸다.더우기,  제한된  채널  차이가  4비트로  표시한  수이기  때문에,  바이트당    두개의 값
이 저장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명세서에 설명된 양자화 및 제한 절차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이타 저장량을 축소한다.

그러나  만일  각  차이의  제한되고  양자화된  값이  다음  채널  차이를  형성하는데  사용되지  않는다면 중
요한  재구성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  블럭(675)은  다음  채널  차이를  형성하기  전에  양자화되고 제한
된  데이타로부터  각각의  채널  차이를  재구성함으로써  상기  에러를  고려한다.  상기  내부  변수  RQV는 
다음 방정식에 의해 각각의 채널에 대해 형성된다.

채널(CC)RQV =CH (CC-1)RQV + CH(CC) 차이

여기서  CH  (CC-1)RQV는  상기  채널  사이의  재구성된  양자화  값이다.  그러므로  차동  엔코딩 루프내에
서 상기 RQV 변수의 사용은 양자화 에러가 후속 채널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한다.

블럭  (676)은  바이트당  2개의  값으로  차이가  기억되도록  상기  템플리트  메모리로  양자화되고  제한된 
채널  차이  출력을  발생한다.  블럭(677)에서는  모든  채널이  엔코딩  되었는지를  알기  위한  테스트가 
행해진다.  만일  채널이  남아  있으면  상기  절차가  블럭(670)으로  반복된다.  만일  채널  계수  CC가 채
널  총꼐  CT와  같으면,  상기  프레임  계수  FC는  블럭(678)에서  증가되고,  전술한  바와  같이 블럭(66
3)에서 테스트 된다.

다음  연산은  본  발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감소된  데이타  속도를  설명한다.  특성  추출기(312)는 각
각의  14채널에  대해  8-비트  대수  채널  에너지  값을  발생하는데,  여기서  최하위  비트는  3/8dB를 나타
낸다.  그러므로  데이타  축소기  블럭(322)에  인가되는  일  프레임의  로우  워드  데이타는  14바이트의 
데이타를  포함하는데,  이  데이타는  바이트당  8비트이고,  초당  100프레임을  가지며  이는  초당 11,200
비트이다.

애너지  정규화  및  세그멘테이션/압축절차가  실행되고  난  후에  한  프레임당  16바이트의  데이타가 필
요하다(14채널  각각에  대해  한  바이트,  평균  프레임  에너지  ABGENG에  대해  한  바이트,  반복  계수에 
대해  한  바이트).  그러므로  상기  데이타  속도는  16바이트의  데이타로  계산될  수  있는데,  바이트당 8
비트이고, 초당 100프레임이며, 반복 계수당 4프레임의 평균을 가정하면 초당 3200비트가 된다.

블럭(430)의  차동  엔코딩  과정이  완료된  후에,  템플리트  메모리(160)의  각각의  프레임은  제6c도의 
축소  데이타  포멧으로  도시한  바와  같이  나타난다.  반복  계수는  바이트  1에  저장된다.  양자화되고 
에너지  정규화된  채널  1데이타는  바이트2에  저장된다.  바이트  3에서  9까지는  두개의  채널  차이가 각
각의  바이트에  저장되도록  나누어졌다.  다른  워드에서  차동적으로  엔코딩된  채널  2  데이타가  바이트 
3의  상위  니블(upper  nibble)에  저장되고,  채널  3데이타는  상기  동일  바이트의  하위  니블(lower 
nibble)에  기억된다.  채널  14차이가  바이트  9의  상위  니블에  저장되고,  평균  프레임  에너지, AVGENG
가  바이트  9의  하위  니블이  저장된다.  프레임당  9바이트의  데이타,  바이트당  8비트,  초당 100프레임
에서, 평균 반복계수가 4라고 가정하면, 데이타 속도는 초당 1800비트가 된다.

그러므로  차동  엔코딩  블럭(430)은  16바이트의  데이타를  9로  축소한다.  만일  반벅  계수값을  2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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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놓으면,  상기  반복  계수  또한  4-비트  니블에  저장된다.  저장요구  조건을  더욱  감소하기  위해 
반복  계수  데이타  포맷을  프레임당  8.5바이트를  재배열할  수도  있다.  더우기  상기  데이타 축소과정
도  최소한  6가지  요인(11.  200에서  1800까지)에  의해  데이타  속도를  감소시킨다.  결과적으로  상기 
음성  인식  시스템의  복합성과  저장  요구조건이  상당히  감소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음성  인식  어휘가 
증가된다.

3. 디코딩 알고리즘

제7a도를  참조하면,  제7a도에는  제4a도의  블럭(420)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3평균  프레임으로  조합된 
프레임(720)을  갖는  개선된  워드  모델이  도시되어  있다.  각각의  평균  프레임(722)은  워드  모델에의 
상태로  도시되어  있다.  각각의  상태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부상태(substate)  를  포함한다.부상태의 
수는  상기  상태를  형성하기  위해  조합된  프레임  수에  의존한다.  각각의  부상태는  유사성정도를 계산
하기  위한  관련된  거리  누산기(distance  accummulator)나  혹은  입력  프레임과  평균  프레임  사이의 
거리 스코어(score)를 갖는가. 상기 개선된 워드 모델의 실현이 제7b도와 함께 계속 논의된다.

제  7b도는  템플리트  메모리ㅏ(160)와의  연관성을  포함하여  더욱  상세하게  도시하기  위해  확대된 제3
도의  블럭(120)을  나타낸다.  음성  인식기(326)는  인식기  제어블럭(730),  워드  모델  디코더(732), 거
리  램(734),  거리  계산기(736)와  상태  디코더(738)를  포함하기  위해  확대되었다.  템플리트 디코더
(328)와 템플리트 메모리는 음성 인식기(326)의 설명과 함께 바로 다음에 논의된다.

상기  인식기  제어블럭  (730)은  인식  과정을  조정하는데  사용된다.  조정은  엔드포인트  검출(분리 워
드  인식용)  상기  워드  모델의  최상의  누산된  거리  스코어를  트랙킹(tracking)하는  것,  링크  워드에 
사용된 링크표의 유지(연결 혹은 연속된 워드 인식용),  특정인식 과정에 의해 필요로 될  수  있는 특
정거리  계산가  상기  거리램(734  ;  distance  ram)을  초기화  하는  것을  포함한다.  상기  인식기 제어블
럭은  또한  음향  처리기로  부터의  버퍼  데이타가  된다.  입력  음성의  프레임의  경우에,  상기  인식기는 
모든  활성  워드  템플리트를  상기  템플리트  메모리에  갱신한다.  상기  인식기  제어블럭(730)의  특정 
요구조건이  음성과  신호  처리  및  음향학에  관한  IEEE  국제회의  (1982)의  회의록의  899-922페이지에 
'연결  워드  인식용  알고리즘'이란  제목으로  브라이들과  브라운  및  챔버레인에  의해  논의  되었다. 상
기  인식기  제어블럭에  의해  사용된  제어  처리기는  음성과  신호처리  및  음향학에  관한  IEEE 국제회의
(1982)  회의록의  863∼866페이지에  '실시간  하드웨어  연속  음성인식  시스템'이란  제목으로  페크함, 
그린, 캐닝 및 스테펜스에 의해 설명되어 있다.

상기  거리  램(734)은  디코딩  과정에서의  모든  부상태에  사용된  누산  거리를  포함하고  있다.만일 카
네기-멜론  대학의  컴퓨터  과학부  밧사  논문(9177)의  '하피  음성  인식  시스템'에  비  .로워에  의해 기
술된  바와같이  빔  디코딩이  사용되면,  상기  거리  램(734)도  또한  부상태가  현재  활성화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플래그(flag)를  포함하게  된다.  상기  '연결  워드  인식용  알고리즘'에  서술된  바와 같
이 연결 워드인식 과정이 사용되면, 상기 거리 램 (734)은 또한 각각의 부상태에 대한 링킹
(linking)포인터를 포함하게 된다.

상기  거리  계산기  (736)는  현재  입력  프레임과  처리되고  있는  상태  사이의  거리를  연산한다.거  리는 
통상적으로  음성을  표시하기  위해  상기  시스템에  의해  사용된  특성  데이타  형태에  따라  연산된다. 
벨  시스템  테크니칼  저널지  제62권,  NO  5(1983년  5-6월)의  1311-1336페이지의  '필터  뱅크  베이스드 
분리  워드  인식기의  실행에  관한  선택된  신호  처리  기술의  효과'라는  제목으로  비  에이  .도트리치와 
엘.알.라비너 및 티비.마틴에 의해 기술된 바와 같이, 대역 통과 필터 데이타는 유클리드
(Euclidean)나  혹은  체비쉐브  거리계산(Chebychev  distance  calculation)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음향
학,  음성  및  신호처리에  관한  IEEE   회의록  제ASSP-23권(1975년  2월)의  67-72페이지에  '음성  인식에 
활용되는  최소  예견  잉여  원리'라는  제목으로  에프  이타쿠라에  의해  기술된  바와  같이  LPC  데이타는 
로드  가능성  비를  거리  계산(log-likelihood  ratio  distance  calculartion)을  이용할  수도  있다.  본 
실시예는  채널  뱅크  정보로도  언급되는  필터된  데이타를  사용하며,  그러므로  체비체브  흑은 유클리
드 계산이 적절하다.

상기  상태  디코더(738)는  상기  입력  프레임이  처리되는  동안에  각각의  현재  활성  상태에  대해  상기 
거리 램을 갱신한다.  다른 워드에서,  상기 워드 모델 디코더 (732)에  의해 처리된 각각의 워드 모델
에  대해,  상기  상태  디코더(738)는  상기  거리램(734)에서의  필요  누산  거리를  갱신한다.  상기  상태 
디코더는  상기  계산기(736)에  의해  결정된  현재  상태와  입력  프레임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고,  뿐만 
아니라 현재상태를 나타내는 템플리트 메모리 데이타를 이용한다.

제7c도에는  각각의  입력  프레임을  처리하기  위해  워드  모델  디코더  (732)에  의해  실행되는  단계가 
흐름도  형태로  도시되어  있다.  카네기  멜론  대학,  컴퓨터  과학부의  박사  논문(1977년)에  '하퍼  음성 
인식  시스템'  이라는  제목으로  비  .로워에  의해  기술된  빔  디토딩과  같이,  트렁케이트(truncated) 
검색  기술을  포함하여,  디코딩  과정을  조정하기  위해  다수의  워드탐색  기술이  사용될  수  있다 트렁
케이트  검색  기술을  구현하려면,  임계치  레벨  트랙과  최상의  누산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음성 인식
기 제어블럭 (730)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목하자 .

제7c도의  블럭  (740)에서.  상기  인식기  제어블럭  (제7b도의  블럭  730)으로부터  세개의  변수가 추줄
된다.  상기  세개의  변소는  PACD와  PAD  및  템플리트  PTR이다.  템플리트  PTR  의해  상기  워드  모델 디
코더는  정정  워드  템플리트를  발생할  수  있다.  PACD는  상기  상태로부터의  누산된  거리를 나타낸다.
이것은 상기 워드 모델의 이전 상태로부터 출력되는 연속적으로 누산된 거리이다.

PAD는 상기 인접 상태로부터 꼭 필요한 것은 아닌지라도 이전의 누산 거리를 나타낸다.

상기  상태가  최소드웰(minimum  dwell  :  일시  운전정지)시간  0을  가지면,  다시  말해  상기  상태가 모
두 스킵(skip)될 수 있으면, PAD는 PACD와 다를 수도 있다.

분리  워드  인식  시스템에서,  PAD  와  PACD는  전형적으로  인식기  제어에  의해  0으로  초기촤  된다. 연
결  흑은  연속  워드  인식  시스템에서  PAD와  PACD의  초기값은  다른  워드  모델의  출력으로부터  결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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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제7c도의 블럭 (742)에서,  상기 상태 디코더는 특정 워드 모델의 제  1상태에 대해 디코딩 기능을 실
행한다.  상기  상태를  나타내는  데이타는  상기  인식기   제어  블럭으로부터  제공된  상기  템플리트 PTR
에 의해 확인된다. 상기 상태 디코더는 제76도와 함께 상세하게 논의 된다.

상기 워드 모델의 모든 상태가 디코딩 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블럭 (744)에서 테스트가 
행해진다.  만일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갱신된  템플리트  PTR과  함께  상기  상태  디코더  블럭  (742)로 
흐름이 되돌아 간다.

만일  상기  워드모델의  모든  상태가  디코딩되었으면,  누산  거리  PAD  및  PACD는  블럭  (748)에서 인식
기  제어  블럭으로  되돌아  간다.  이점에서,  상기인식기  제어블럭은  전형적으로  디코딩  하기  위해 새
로운  워드모델을  특정한다.  모든  워드  모델이  일단  처리되면,  상기  음향  처리기로부터의  데이타의 
다음  프레임  처리가  시작된다.  마지막  입력  프레임이  디코딩된  분리  워드  인식  시스템의  경우, 각각
의  워드  모델에  대한  상기  워드  모델  디코더에  의해  되돌아온  PACD는  입력  발성(input  utterence)을 
상기  워드  모델의  정합시키기  위해  총  누산  거리를  나타내게  된다.  통상적으로  최하의  총누산 거리
를  갖는  워드  모델이  인식된  발성에  의해  표시되는  것으로써  선택되게  된다.  템플리트  정합이 결정
되면, 상기 정보는 제이 유니트(334)로 통과된다.

각각의  워드  모델의  각각의  상태에  대해  실제  상태  디코딩을  실행하기  위한  흐름도를  나타내는  다시 
말해  제7c도의  블럭(742)이  확대된  제7d도를  참조하자.  누산거리  PAD  및  PACD는  블럭(750)을  따라 
통과된다.  블럭(750)에서,  상기  워드  모델  상태로부터  상기  입력  프레임까지의  거리가  계산되고 입
력 프레임 거리에 대해 IFD로 불리느 변수로 기억된다.

상기  상태에  대한  최대드웰(maxdwell)이  템플리트  메모리로부터  이동된다(블럭  751),  상기 최대드웰
은  상기  워드  템플리트의  각각의  평균  프레임에  조합된  프렘임  수로부터  결정되고,  상기  상태에서 
부상태의  수와  동등하다.  사실은  상기  시스템은  상기  최소드웰을  조합된  프레임  수로써  정의한다. 
이것은  워드  트레이닝  동안에  상기  특성  추출기(제3도의  블럭310)가  상기  인압  음성을  인식처리 동
안에  행한  두배의  속도를  표본화  하기  때문이다.  인식  동안의  구어워드가  상기  템플리트에  의해 표
시되는  상기  워드의  시간  길이의  두배로  상승할  때,  최대드웰을  평균  프레임  수와  같게 셋팅하므로
써 구어워드(spoken word)가 워드 모델에 정합된다.

각각의  상태에   대한  최소드웰  (mindwell)은  상기  상태  디코딩  과정동안에  결정된다.오직  상기 상태
의  최대드웰만이  상기  디토더  알고리즘으로  통과되기  때문에,  최소드웰은  최대드웰의  정수부분에 4
로  나눈것으로  계산된다.(블럭  752).  이렇게  하므로써,  구어워드가  워드  모델에  정합되고,  인식 동
안의 구어워드가 템플리트(template)에 의해 표시되는 상기 워드의 시간 길이의 절반이 된다.

드웰  계수기(dwell  counter)  혹은  부상태  포인터,  i는  처리되고  있는  현재  드웰  계수를  지시하기 위
해  블럭(754)에서  초기화  된다.  각각의  드웰  계수는  부상태로  언급된다.  각  상태에  대한  부상태의 
최대  수는  전술한  바와  같이  최대드웰에  정의된다.  상기  실시예에서,  상기  부상태는  상기  디코딩 처
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역순서로  처리된다.  따라서  최대  드웰이  상기  상태에서  부상태의  총수로 
정의되기 때문에 'i'는 초기에 최대드웰과 같게 셋트된다.

블럭  (756)에서,  일시  누산  거리,  TAD는  IFAD(i)로  언급되는  부상태  i  누산  거리에  현재  입력 프레
임거리,  IFD를  더한  것과  같게  셋트된다.  상기  누산  거리는  이전에  처리된  입력  프레임으로부터 갱
신된  것으로  추정되고,  제7b도외  블럭  (734)인  거리  램에  저장된다.  IFAD는  모든  워드  모델의  모든 
부상태에 대해 상기 인식 과정의 초기 입력 프레임에 우선하여 0으로 셋트된다.

부상태  포인터는  블럭  (758)에서  감산된다.  만일  상기  포인터가  0에  도달하지  않으면(블럭  760), 상
기  부상태의  새로운  누산  거리,  IFAD(i+1)은  이전  부상태,  IFAD(i)에  대한  누산거리에  현재  입력 프
레임  거리,  IFD를  더한  것과  같게  센트된다(블럭  762).  그렇지  않으면,  제7e도  블럭(768)으로 흐름
이 진행된다.

상기  상태가  현재  부상태에서  파생될  수  있는지,  다시말해.  'i'가  최소드웰  보다  크거나  흑은 낮은
지를  결정하기  위해  블럭(764)에서  테스트가  행해진대.  'i'가  최소드웰  보다  작아질  때까지.  블럭 
(766)에서  상기  일시  누산  거리.  TAD는  최소의  이전  TAD  흑은  IFAD(i+1)로  갱신된다  다른  워드에서 
TAD는 현재 상태를 그대로 남겨둔 채로 최상의 누산 거리로서 정의된다.

제7e도의  블럭  (768)으로  계속하면,  상기  제  1부상태에  대한  누산  거리  PAD인  상기  상태를  입력한 
최적의 누산 거리로 셋트된다.

그때  블럭  (770)에서,  현재  상태에  대한  최소드웰이  0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테스트가  행해진다. 최
소드웰  0은  상기  현재  상태가  상기  워드  템플리트의  디코딩에서  보다  정확하게  정합되도록 스킵
(skip)될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만일  상기  상태에  대한  최소드웰이  0이  아니면,  PAD는  일시 
누산  거리와  같게  셋트되는데  이것은  TAD가  상기  상태로부터  최상의  누산거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
이다(블럭  772).  만일  치소드웰이  0이면,  PAD는  블럭  (774)에서  이전  상태  누산  거리  PACD나  혹은 
상기  상태  TAD로부터의  회상  누산  거리중  하나의  최소로서  셋트된다.  PAD는  다음  상태로  들어가도록 
허용하는 최상위 누산 거리를 나타낸다.

블럭(776)에서.  이  전의  인접한  누산  거리,  PACD는  현재  상태  TAD를  그대로  남겨둔  채로  최상의 누
산거리와  같게  셋트된다.   상기  변수는  상기  상태가  최소드웰  0을  가지면  그  다음  상태에  의해 PAD
을  완전하게  하는데  필요하다.  2인접  상태가  모두  스킵될  수  없도록,  최대드웰이  허용되는  최소는 2
라는 것을 주목하자.

결국.  현재  상태에  대한  거리  램  포인터는  블럭(778)에서  상기  워드  모델에서  다음  상태를 가리키도
록  갱신된다.  보다  효과적인  알고리즘을  위해  상기  부상태가  끝에서부터  처음까지  디코딩되기 때문
에 상기 단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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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에  도시한  표는  한  예에  적용된  제  7c도,  7d도,  7e도의  흐름도를  설명하는데  여기서  입력 프
레임은 3상태 A,  B,  C를  갖는 워드 모델(제7a도와 유사한)을  통해 처리된다.  상기 예에서 이전 프렘
임은 이미 처리되었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상기 표는 상태 A,  B,  C에서  각각의 부상태에 대해 '이
전의 누산 거리(IFAD)'를 나타내는 칼럼을 포함한다.

하기의 표에서,  상기 예를 나타낼 때,  참조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된다.  각각의 상태에 대한 최소드
웰은 상기 표에서 각각 0,  2,  1로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제  7d도의 블록(752)에  따라 최대드웰의 정
수부분을  4로  나눔으로써  계산된  것이라는  것을  주목하다.  또한  제7d도의  블록(750)에  따라  각각의 
상태에 대한 입력 프레임 거리(IFD)가 상기 표의 상단에 제공되어 있다.

상기 정보를 상기 표에 더욱 잘 나타낼 수도 있었지만,  상기 표는 간략하게 하고,  상기 예를 단순하
게 하기 위해 상세한 설명은 제외되었다. 적합한 블록만이 상기 표의 왼쪽에 도시되었다.

상기  예는  제7c도의  블록(740)에서  시작한다.  상기  누산  거리,  PACD와  PAD와  디코딩  워드 템플리트
의  제1상태를  가리키는  템플리트  포인터가  상기  인식기  제어  블록으로부터  수신된다.  따라서,  상기 
표의 제1렬에서, 상태 A는 PACD 및 PAD와 함께 기록된다.

제7d도로  이동하여,  거리(IFD)가  계산되고,  최대드웰이  템플리트  메모리로부터  구해지며, 최소드웰
이  계산되고,  부상태  포인터,  'i'가  초기화된다.  최대드웰과  최소드웰  및  IFD  정보는  이미  상기 표
에 제공되었기 때문에 오직 상기 포인터의 초기화만이 상기 표에 도시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줄은 
I가  마지막  부상태인  3으로  셋트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상기  누산  거리는  상기  거리  램으로부터 구
해진다.

블록(756)에서 일시 누산 거리 TAD가 계산되고, 상기 표의 세 번째 줄에 기록되어 있다.

블록(760)에서  실행된  테스트는  상기  표에  기록되지  않았고,  그러나  모든  부상태가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블록(762)로 이동하는 흐름을 상기 표의 4번째 줄에 도시하였다.

상기  표의  4번째  줄은  상기  부상태  포인터의  감소(블럭  758)와  새로운  누산  거리의  계산(블럭  762) 
모두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i=2로  기록되고,  대응하는이전의  IFAD와  새로운  누산  거리가  14로 셋트
되는데 상기 거리는,  현재 부상태에 대한 이전의 누산 거리에 상기 상태에 대한 입력 프레임 거리를 
더한 것이다.

블록(764)에서  행해진  테스트는  공정이  된다.  상기  표의  제5줄은  현재의  TAD나  혹은  IFAD(3)의 최소
로서 갱신된 일시 누산 거리, TAD를 나타낸다. 상기 경우에서 후자 즉 TAD=14이다.

블록(758)을  보면,  상기  포인터가  감소되고,  상기  제1부상태에  대한  누산  거리가  계산되는데  이것은 
제6줄에 도시되어 있다.

제1부상태는  i가  0과  같도록  검출되는  점에서  유사하게  처리되고,  블록(760)으로부터  블록(768)로 
흐름이  진행된다.  블록(768)에서,  IFAD가  현재  상태로  누산된  거리  PAD에  따라  제1부상태  용으로 셋
트된다.

블록(770)에서,  0에  대해  최소드웰이  테스트된다.  만일  그것이  0이면,  흐름이  블록(774)으로 진행하
고,  여기서  PAD는  상기  누산  거리,  PACD  혹은  일시  누산  거리,  TAD의  최소로부터  결정되는데, 이것
은 현재 상태가 0  최소드웰에 기인하여 스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태 A에  대해 최소드웰=0이기 때
문에,  PAD는  9(TAD)와  5(PACD)의  최소  즉  5로  셋트된다.  계속해서  PACD가  블록(776)에서  TAD와 같도
록 셋트된다.

결국,  상기 워드 모델에서 다음 상태로 갱신된 상기 거리 램  포인터와 함께,  상기 제1상태가 완전하
게 처리된다(블럭 778).

상기  워드  모델에서  다음  상태에  대해  제7d도의  블록(750)으로  돌아가고,  템플리트  포인터를 갱신하
기 위해 흐름이 제7c도에 있는 흐름도로 되돌아 간다.  상기 상태는 전술한 바와 유사한 방법으로 처
리되지만,  PAD와  PACD,  5와  9가  각각  이전  상태로부터  통과된다는  것과,  상기  상태에  대한 최소드웰
이  0와  같지  않다는  것과,  모든  부상태에  대해  블록(766)이  실행되지는  않게  된다는  것은  예외이다. 
그러므로 블록(774)이 아닌 블록(772)이 처리된다.

상기  워드  모델의  제3상태는  제1  및  제2상태와  동일한  줄을  따라  처리된다.  상기  제3상태를  완료한 
후에, 상기 인식기 제어를 우해 가변하는 PAD와 PACD 변수를 갖고 제7c도의 흐름도로 되돌아 간다.

요약하면,  상기  워드  모델의  각각의  상태는  역순서로  동시에  1부상태로  갱신된다.  하나의 상태로부
터  그  다음  상태로  최적의  거리를  전달하는데  2개의  변수가  사용된다.  제1변수,  PACD는  이전의 인접
한  상태로부터  최소  누산  거리를  전달한다.  제2변수,  PAD는  최소  누산  거리를  현재  상태로 전달하는
데,  이는  이전  상태(PACD와  같은)로부터의  최소  누산  거리  또는,  상기  이전상태가  최소드웰  0을 갖
는  경우  상기  이전상태로부터의  최소  누산  거리와  상태  제2이전  상태로부터의  최소  누산  거리중의 
최소거리이다.  처리할  부상태가  얼마나  많은가를  결정하기  위해,  각각의  상태에  결합된  프레임  수에 
따라 최소드웰과 최대드웰이 계산된다.

제7c도,  7d도  및  7e도의  흐름도는  데이터  축소  워드  템플리트  각각의  최적의  디코딩을  고려한 것이
다.  지정된  부상태를  역순서로  디코딩  하므로써  처리시간이  최소화  된다.  그러나,  실시간  처리는 각
각의  워드템플리트가  빠르게  엑세스  되는  것을  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축소  워드  템플리트를 용이하
게 추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장치가 필요로 된다.

제7d도의  템플리트  디코더(328)는  고속  방식으로  템플리트  메모리(160)로부터  특정  포맷으로된  워드 
템플리트를  추출하는데  사용된다.  각각의  프레임이  제6b도의  차동  형태로  템플리트  메모리에 기억되
기  때문에,  상기  템플리트  디코더(28)는  워드  모델  디코더가  오버헤드를  초과하지  않고  엔코딩된 데
이터를 억세스할 수 있도록 특정 억세싱 기술(special aceessing technipue)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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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워드  모델  디코더(732)는  디코딩할  적절한  템플리트를  지정하게  위해  템플리트  메모리(160)를 
어드레스  지정한다.  상기  어드레스  버스가  각기  공유되기  때문에,  동일한  정보가  상기  템플리트 디
코더(328)에  제공된다.  상기  어드레스는  특히  상기  템플리트내의  평균  프레임을  나타낸다.  각각의 
프레임은  상기  워드  모델내에서  상태를  나타낸다.  디코딩을  요하는  모든  상태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어드레스가 변한다.

다시  제6b도의  축소  데이터  포맷을  참조하면,  워드  템플리트  프레임의  어드레스가  한번  보내지면, 
상기  템플리트  디코더(328)는  한  니블  억세스(nibble  access)에서  바이트  3부터  9까지  억세스한다. 
각각의  바이트는  8비트로서  판독되고  그런  다음  분리된다.  하위  4비트가  신호확장과  함께  임시 레지
스터(temporary  register)에  배치된다.  상위  4비트는  신호확장과  함께  하위  4비트로  이동되고,  다른 
임시 레지스터에 기억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의 차동 바이트가 구해진다.

상기  반복계수와  상기  채널  1데이타는  정상  8-베트  데이터  버스  억세스에서  구해지고,  템플리트 디
코더(328)에  일시  저장된다.  상기  반복계수(최대드웰)는  상태  디코더로  직접  통과되고,  동시에  상기 
채널  1데이타와  채널  2-4  차동  데이터(방금  기술한  바와  같이  8-비트로  분리되고  확장된)는  거리 계
산기(736)로 통과되기 전에 제8b도의 흐름도에 따라 차동적으로 디코딩된다.

4. 데이터 확장 및 음성 합성

이제  제8a도를  참조하면,  제3도의  데이터  확장기(346)의  상세  블록도가  도시되어  있다.  아래에 도시
하는  바와  같이,  데이터  확장  블록(346)은  제3도의  데이터  축소  블록(322)의  상반  가능(reciprocal 
function)을  실행한다.  템플리트  메모리(160)로부터  축소된  워드  데이터는  차동  엔코딩  블록(802)에 
인가된다.  블록(802)에  의해  실행되는  디코딩  기능은  근본적으로  제4a도의  차동  엔코딩  블록(430)에 
의해  실행된  역  알고리즘이다.  요약하면,  블록(802)의  차동  디코딩  알고리즘은  상기  이전  채널 데이
터에  현재  체널  차이를  부가함으로서  템플리트  메모리에  저장된  축소워드  특성  데이터를 '언팩
(unpack)'한다. 상기 알고리즘은 제 8b도의 흐름도에서 완전히 설명된다.

다음으로,  에너지  비정규화(denormalization)  블록(804)은  제4a도의  에너지  정규화  블록(410)에서 
실행된  알고리즘을  역으로  실행하므로써  적당한  에너지  등고(energy  contour)를  채널  데이터로 복원
한다.  상기  비정규화  절차는  모든  채널의  평균  에너지  값을  템플리트  메모리에  저장된  각각의 에너
지  정규화  채널  rkat에  더하는  것이다.  블록(804)의에너지  비정규화  알고리즘이  제8c도의  상세 흐름
도에 완전히 설명된다.

마지막으로,  프레임  반복  블록(806)이  제4a도의  세그멘테이션/아북  블록(420)에  의해  단일 프레임으
로  압축된  프레임의  수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프레임  반복  기능을  실행한다. 제8d도
의  흐름도가  나타내는  바와  같이,  프레임  반복  블록(806)은  동일  프레임  데이터를  'R'발생한다. 여
기서  'R'은  템플리트  메모리(160)로부터  얻은  미리  저장된  반복  계수이다.  그러므로  상기  템플리트 
메모리로부터의  축소  워드  데이타는  음성  합성기에  의해  해석될  수  있는  '언팩'  워드  데이타를 형성
하기 위해 확장된다.

제8b도의 흐름도는 데이타 확장기(346)의 차동 디코딩 블럭 (802)에 의해 실행되는 단계를 
나타낸다.  시작  블럭(810)에  뒤이어  블럭(811)은  다음  단계에  사용될  변수를  초기화한다.  프레임 계
수  FC는  합성될  워드의  제  1프레임에  따라  1로  초기화  되고,  채널  총계  CT는  채널  뱅크  합성기내의 
채널 총수로 초기화 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14로).

다음에,  블럭(812)에서  프레임  총계  FT가  계산된다.  프레임  총계  FT는  상기  템플리트  메모리로부터 
얻은  워드내의  프레임  총수이다.  블럭  (813)은  상기  워드의  모든  프레임이  차동적으로  디코딩 되었
는지의  여부를  테스트한다.  현재  프레임  계수  FC가  프레임  총계  FT  보다  크면,  디코딩하기  위해 남
아 있는 상기 워드의 프레임은 하나도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상기 워드에 대한 디코딩 과정은 블럭
(814)에서 끝나게 된다. 

그러나 만일 FC가 FT 보다 크지 않으면, 차동 디코딩 과정은 상기 워드의 다음 프레임으로 
계속된다.  블럭  (813)의  테스트는  모든  채널  데이타의  끝을  표시하도록  템플리트  메모리내에  저장된 
데이타 플래그(센티널 : sentinel)를 체킹하므로써 실행될 수 있다.

각각의  프레임의  실제적인  차동  디코딩  과정은  블럭  (815)으로  시작된다.  제일  먼저,  템플리트 메모
리  (160)로부터  판독될  채널  데이타를  결정하기  위해  블럭  (815)에서  채널  계수  CC가  1로  셋트된다. 
다음에  채널  1의  정규화  에너지에  따른  데이타의  모든  바이트가  블럭  (816)에서  템플리트로부터 판
독된다.  채널  1데이타는  차동적으로  엔코딩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기  단일  채널  데이타는  즉시  블럭 
(817)을  통해  (에너지  비정규화  블럭  804으로)  출력될  수  있다.  그런  다음  상기  채널  계수기  CC는 
그다음  채널  데이타의  위치를  가리키도록  블럭  (818)에서  증가된다.  블럭  (819)에서는  누산기의 채
널  CC용의  차동적으로  엔코딩된  채널  데이타(차이)가  판독된다.  그런  다음  블럭  (820)에서는  채널 
CC-1  데이타를  채널  CC  차이에  더함으로써  채널  CC데이타를  형성하는  차동  디코딩  기능이  실행된다. 
예를 들어, CC=2이면 블럭 (820)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채널 2데이타=채널 1데이타+채널 2차이

그러면  블럭  (821)은  다른  처리를  위해  상기  채널  CC데이타를  에너지  비정규화  블럭  (804)에 출력한
다.  블럭  (822)에서는  현재의  채널  계수  CC가  데이타  프레임의  끝을  지시하게될  채널  총계  CT와 같
은지를 알기 위한 테스트가 행해진다.  만일 CC가  CT와  같지 않으면,  채널 계수는 블럭 (818)에서 증
가되고,  차동  디코딩  과정이  그다음  채널에  실행된다.  만일  모든  채널이  디코딩  되었으면(CC가  CT와 
같으면),  프레임  계수FC가  블럭  (823)에서  중자되고,  데이타  끝  테스트를  행하기  위해  를럭 (813)에
서  비교된다.  모든  프레임이  디코딩되면,  데이타  확장기  (346)의  차동  디코딩  과정이  블럭 (814)에
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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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c도는  에너지  비정규화  블럭  (804)에  의해  실행되는  단계의  순서를  나타낸다.  블럭  (825)에서 시
작한  후,  블럭  (826)에서  변수가  초기화된다.다시,  상기  프레임  계수  FC가  합성될  워드의  제 1프레
임에  따라  1로  초기화되고,  채널  총계  CT는  채널  뱅크  합성기의  채널  총수(상기  경우에는  14)로 초
기화된다.  블럭(812)  (813)에서  이전에  행해진  바와  같이,  프레임  총계  FT가  블럭  (827)에서 계산되
고,  프레임  계수가  블럭(828)에서  테스트된다.  상기  워드의  모든  프레임이  처리되었다면(FC가  FT 보
다  크면),  상기  단계의  순서는  블럭(829)에서  끝난다.  그러나  처리될  트레임이  남아  있다면(FC가  FT 
보다 크지 않으면) 에너지 비정규화 기능이 실행된다.

블럭  (830)에서  평균  프레임  에너지  AVGENG가  프레임  FC용의  템플리트로부터  얻어진다.그다음 블럭
(831)에서는  채널  계수  CC가  1로  셋트된다.  차동  디로딩  블럭  (802)  (제8b도의  블럭  820)에서의 채
널  차이로  부터  형성된  채널  데이타가  블럭  (832)에서  판독된다.  에너지  정규화  블럭  (410)  (제 
4도)에서  각각의  채널로  부터  평균  에너지를  감산함으로써  상기  프레임이  정규화기기  때문에, 각각
의  채널에  평균  에너지를  다시  가산함으로써  유사하게  복원된다(비정규화)  그러므로  상기  채널은 다
음  공식에  따라  블럭  (833)에서  비정규화  된다.  만일,  예를  들어,  CC=1이면,  블럭  (833)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채널 1에너지 =채널 1데이타+평균 에너지

그런  다음,  상기  비정규화  채널  에너지가  블럭  (834)를  통해  (프레임  반복  블럭  806으로)  출력된다. 
블럭(835)에서  채널  계수를  증가시키고,  모든  채널이  비정규화  되었는지를  알기  위해  블럭 (836)에
서  채널  계수를  테스트함으로써,  그  다음  채널이  얻어진다.만일  모든  채널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으
면(CC가  CT  보다  크지  않으면),  비정규화  절차가  블럭(832)과  함께  다시  시작된다.만일  상기 프레임
의  모든  채널이  처리되었으면  (CC가  CT보다  크면),  프레임  계수가  블럭(837)에서  증가되고,  전술한 
바와  같이  블럭(828)에서  테스트된다.  다시보면,  제8도는  각각의  채널에  평균에너지를  다시 가산하
므로써 어떻게 채널 에너지가 비규화 되는가를 나타낸다.

이제  제8d도를  참조하면.  제8a도의  프레임  반복  블럭  (805)에  의해  실행되는  단계의  순서가 흐름도
로  나타나  있다.  다시,  블럭  (840)에서  시작하여,  블럭  (841)에서  프레임  계수  FC가  1로  초기화 되
고,  채널  총계CT가  14로  초기화된다.  블럭  (842)에서,  상기  워드내의  프레임  수를  나타내는  프레임 
총계 FT가 전술한 바와 같이 계산된다.

개개의  채널  처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상기  2개의  흐름도와는  다르게  상기  프레임의  모든  채널 에
너지가  블럭(843)에서  동시에  얻어진다.  다음에,  프레임  FC의  반복  계수  RC가  블럭(844)에서 템플리
트  데이타로부터  판독된다.  상기  반복  계수  RC는  제  4도의  세그멘테이션/압축  블럭  (420)에서 실행
된  데이타  압축  알고리즘으로부터  단일  프레임으로  조합된  프레임  수와  일치한다.  환언하면,  상기 
RC는  각각의  프레임의  '최대드웰'이다.  이제  반복  계수는  특정  프레임을  'RC'회  만큼  출력하는데 이
용된다.

블럭(845)에서는  프레임  FC의  채널  에너지  CH(1-14)  ENG가  모두  음성  합성기에  출력된다.  이것은 첫
번째로  '언팩된'  채널  에너지  데이타가  출력된다는  것을  나타낸다.그런  다음  반복  계수  RC는 블럭
(846)에서  1씩  감소된다.예를  들어,  만일  프레임  FC가  이전에  조합되지  않았으면  RC의  기억된  값이 
1과  같게되고,  RC의  감소된  값은  0과  같게  된다.그러면  블럭  (847)에서는  반복  계수가 테스드된다.
만일  RC가  0과  같지  않으면,  채널  에너지의  특정  프레임이  다시  블럭  (845)에서  발생한다.  RC는 다
시  블럭  (846)  에서  감소되게  되고,  블럭(847)에서  다시  테스트된다.  RC가  0으로  감소되면,  채널 데
이타의  다음  프레임이  얻어진다.  그러므로  반복  계수  RC는  동일  프레임이  합성기로  출력되는  횟수를 
나타낸다.

다음  프레임을  얻기  위해,  프레임  계수  FC는  블럭  (848)에서  증가되고,  블럭  (849)에서 테스트된
다.만일  상기  워드의  모든  프레임이  처리되었다면,  프레임  반복  블럭(806)에  따른  단계의  순서가 블
럭(850)에서  끝난다.  만일  프레임을  더  처리할  필요가  있으면,  프레임  반복  기능이  블럭  (843)으로 
계속된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데이타  확장기  블럭(346)은  근본적으로  데이타  축소  블럭(322)에  의해 '팩
(pack)된'  기억  템플리트  데이타를  '언팩하는'역기능을  실행한다.  블럭(802),(804),(806)의  분리 기
능은  제8b도.  8c도  및  제8d도이  흐름도에서  설명된  한  워드씩(word-by-word)를   처리하는  원리 대신
에,  한  프레임씩을  기본으로  실행될  수도  있다.상기  어느  한  경우에  있어서,  데이타  축소와  축소된 
탬플리트  포맷  및  데이타  확장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본  발명이  낮은  데이타  속도로  음성  인식 템플
리트로부터 용이하게 음성을 합성할 수 있게 된다.

제  3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데이타 확장기 블럭 (346)에  의해 제공된 '템플리트'  워드 음성응답 데
이타와  응답  메모리(344)에  의해  제공된  '기성(canned)'  워드  음성응답  데이타는  모두  채널  뱅크 음
성  합성기(340)에  인가된다.  음성  합성기  (340)는  제어  유니트(334)로부터의  명령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데이타  소스중  하나를  선택한다.데이타  소스(344),  (346)는  모두  합성될  워드에  따른  미리 저
장된 음향 특성 정보를 포함한다.

상기 음향 특성 정보는 특성 추출기 (312)의  대역폭에 따라 지정된 주파수 대역폭 내에서 음향 에너
지를  각각  대표하는  다수의  채널  이득치  (채널  에너지)를  포함한다.그러나  보이싱  (voicing)  혹은 
핏치  정보와  같은  다른  음성  합성기  파라미터를  기억하기  위한  축소  템플리트메모리  포맷에서는 규
정이  없는데  이것은  보이싱  혹은  핏치  정보가  음성인식  처리기  (120)에  정상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상기  정보는  통상  템플리트  메모리  요구조건을  근본적으로 축
소하는데  사용되지는  않는다.특정  하드웨어  구성에  따라,  응답  메모리(344)가  보이싱  및  핏치 정보
를  제공할  수도  있고,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음의  채널  뱅크  합성기  설명은  보이싱  및  핏치   
정보가  어느  한  메모리에도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한다.  그러므로  채널  뱅크  음성  합성기 
(340)는  보이싱  및  핏치  정보가  없는  데이타  소스로부터  워드를  합성해야만  한다.본  발명의  한 중요
한 특징은 상기 문제를 직접 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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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a도는  N채널을  갖는  채널  뱅크  음성  합성기(340)의  상세  블럭도를  나타낸다.  채널  데이타 입력
(912),(914)은  응답  메모리(344)와  데이타  확장기(346)의  채널  데이타  출력을  각각  나타낸다. 따라
서 스위치 배열(910)은 장치 제어기 유니트에 의해 제공된 '데이타 소스 결정(data source 
decision)'을 나타낸다. 

예률들어,  만일  '기성'  워드가  합성되면,  응답  메모리  (344)로부터의  채널  데이타  입력  (912)이 채
널  이득치(915)로  선택된다.  만일  템플리트  워드가  합성되면  ,  데이타  확장기(346)로부터의  채널 데
이타  입력(914)이  선택된다.상기  어느  한  경우에서,  채널  이득치  (915)는  저역통과  필터  (940)로 전
달된다.

저역통과  필터  (940)는  프레임간의  채널  이득  변화에서의  단계  불연속성을  변조기에  공급하기  전에 
그것을  평활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상기  이득  평활  필터는  통상적으로  2차  버터워스(Butterworth) 
저역통과 필터로서 구성된다. 본 실시예에서 저역통과 필터는 약 28Hz의 -3dB 차단 주파수를 
갖는다.

그런  다음  평활  채널  이득치  (945)가  채널  이득  변조기  (950)에  인가된다.   상기  변조기는  적당한 
채널  이득치에  응답하여  여기(exciation)신호의  이득을  조정하는  작용을  한다.  본  실시예에서 변조
기(950)는  두개의  소정의  그릅으로  나누어진다.  제  1소정  그릅(1부  M까지)은  제  1여기  신호  입력을 
갖고,  제  2그룹(M+l부터  M까지)은  제  2여기  신호  입력을  갖는다.  제9a도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
이,  상기  제  1여기  신호(925)는  핏치  펄스  소스(920)로부터의  출력이고,  제2여기  신호(935)는 노이
즈  소스(930)로부터의  출력이다.  상기  여기  소스(exieation  source)는  다음  도면에서  더욱  자세하게 
설명된다.

음성  합성기  (340)는  본  발명에  따른  '분할  보이싱  (split  voicing)'으로  불리는  기술을  사용한다. 
상기  기술은  상기  음성  합성기가  외부  보이싱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채널  이득치  (915)와  같은 외
부발생  음향  특성  정보로부터  음성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상기  양호한  실시예는  단일 유성화/
무성화  여기  신호를  변조기에  발생하기  위해  핏치  펄스  소스(유성화  여기)와  잡음  소스(무성화 
여기)를  구별하는데,  보이싱  스위치를  사용하지  않는다.  반대로  본  발명은  채널  이득치에  의해 두개
의  소정  그룹으로  제공된  음성  특성  정보를  '분할'한다.  통상적으로   저주파  채널에  따른  제  1소정 
그룹은  유성화  여기  신호(925)를  변조한다.  정상적으로  고주파  채널에  따른  채널  이득치의  제2예정 
그룹은  무성화  여기  신호(925)를  변조한다.  저주파  및  고주파  채널  이득치는  개별적으로  대역통과 
필터되며, 고품질 음성 신호를 발생하도록 결합된다.

음성의  질은  개선시키는데  우수한  결과를  제공하는  14채널  합성기(N=14)용의  '9/5  분할'(M=9)가 제
공된다.  그러나  당업자라면  상기  유성화/무성화  채널  '분할'이  음성양질  특성  특히  합성기  응용을 
최대화하기 위해 변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변조기 1부터 N은 상기 특정 채널의 음향 특성 정보에 응답하여 고유 여기 신호를 진폭 변조하는 기
능을 한다.

환언하면, 채널 M에 대한 핏치 펄스(버즈 ;  buzz)  혹은 노이즈(히스 ;   hiss)  신호가 채널 M용의 채
널 이득치에 의해 증배된다.  변조기 (950)에  의해 실행된 진폭 수정은 디지탈 신호 처리 (DSP) 기술
을  사용하는  소프트  웨어에서  쉽게  구현될  수  있다.비슷하게  변조기  (950)도  상기  기술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아날로그 선형 멀티플라이어 (analog linear multiplier)에 의해 실현될 수도 있다.

그런  다음  변조된  여기  신호  그룹(955)  모두(1부터  M까지,  M+l부터  N까지)가  N음성  채널을 재구성하
기  위해  대역통과  필터  (960)에  인가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는  250Hz부터  3400Hz까지의 
주파수  범위에  걸친  14채널을  이용한다.  부가적으로  양호한  실시예는  대역  통과  필터  (960)의 기능
을 소프트 웨어에서 디지탈 식으로 구현하기 위해 DSP  기술을 이용한다.  엘.  알.라비노와 비  . 골드
에  의해  저술된  '디지탈  신호  처리의  이론과  응용'(프렙타리스  홀,  잉글우드  클리프스,  엔.제이.. 
175)의 제11장에 적당한 DSP 알고리즘이 설명되어 있다.

필터를  통과한  채널  출력(965)은  가산  회로(970  :  summation  circuit)에서  결합된다.  다시  채널 결
합기의  가산기능이  N채널을  단일  재구성  음성  신호(975)에  결합하기  위해  DSP  기술을  사용하는 소프
트웨어나 혹은 가산회로를 사용하는 하드웨어중 하나로 구현될 수도 있다.

제9b도에는  변조기/대역통과  필터  구성의  다른  실시예가  나타나  있다.  상기  도면에  나타난  바와 같
이  먼저  여기  신호(935)가  대역통과  필터  (960)에  인가되고,  그  다음  변조기  (950)에서  채널  이득치 
(945)에  의해  필터된  여기  신호가  진폭  변조된다.  상기  다른  구성  (980)도  동등한  채널  출력 (965)
을 발생하는데, 이것은 상기 채널을 재구성하는 기능이 또한 완료되기 때문이다.

노이즈  소스(930)는  '히스(hiss)'라  불리는  무성화  여기  신호(935)를  발생한다.  노이즈  소스  출력은 
제9d도의  파형  (935)에  의해  도시된  바와  같이  전형적으로  일정한  평균  전력의  일련의  불규칙한 진
폭 펄스이다.

반대로  핏치  펄스  소스(920)는  일정한  평균  전력의  유성화  여기  핏치  펄스의  펄스열을  발생하는 '버
즈(buszz)'라  불린다.  통상적인  핏치  펄스  소스는  외부  핏치  주기  fo에  의해  결정되는  핏치 펄스율
(piteh  pulse  rate)을  갖게  된다.  필요한  합성기  음성  신호의  음향  분석으로부터  결정되는  상기 핏
치  주기  정보는  정상적으로  보코우더  (vocoder)  응용에서  채널  이득  정보와  함께  전송되거나 혹은
 '기성'  워드  데모리에  유형화/무성화  결정  및  채널  이득  정보와  함께  저장되게  된다.  그러한 전술
한 바와 같이,  상기 음성 합성에 파라미터를 기억하기 위한 양호한 실시예의 축소 워드 템플리트 메
모리 포맷에는 규정이 없는데, 이것은 그것들이 음성인식을 위해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다른  관점은  미리  저장된(prestored)  핏치  정보없이  고품질의  합성 
음성신호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상기  앙호한  실시예의  핏치  펄스  소스(920)가  제9c도에  휠씬  상세하게  도시되어  있다.  핏치 펄스율
이  합성된  워드의  길이를  줄이도록  핏치  펄스  주기를  변화함으로써  합성  음성이  질이  명백하게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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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  신호(925)는  일정한  평균  전력과  소정의  변화율의  핏치  펄스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상기  변화율은  합성될  워드의  길이  함수와  실험적으로  결정된  일정한  핏치  율  변화  함수로써 결정된
다.  본  실시예에서는  핏치  펄스율이  워드의  길이상에서  한  프레임씩의  원리에  근거하여  선형적으로 
감소한다.그러나  다른  응용예서는  다른  음성  음향  특성을  발생하기  위해  다른  변화율이  필요로  될 
수도 있다.

이제  제9c도를  참조하면,  핏치  펄스  소스(920)는  핏치  속도  제어  유니트(940)와,  핏치  속도  발생기 
(942)  및  핏치  펄스  발생기  (944)로  구성된다.  핏치  속도  제어  유니트(940)는  변화되는  핏치 주기에
서  변화  속도를  결정한다.  상기  양호한  실시예에서,  핏치  속도감소는  핏치  주기정보(922)를 제공하
기  위해  핏치  시작  상수(pitch  start  constant)로부터  초기화된  핏치  변화  상수로부터  결정된다.   
핏치  율  제어  유니트(940)의  기능은  프로그램  가능한  램프(ramp)  발생기에  의한  하드웨어로  혹은 제
어  마이크로컴퓨터에  의해  소프트웨어로  실행될  수도  있다.  제어  유니트(940)의  작동은  다음  도면과 
함께 충분히 설명된다.

핏치  율  발생기  (942)는  규칙적으로  이격된  간격으로  핏치  율  신호(924)를  발생하기  위해  상기  핏치 
주기  정보를  이용한다.  상기  신호는  임펄스,  상승구간(rising  edges),  혹은  신호를  전달하는  다른 
어떤  형태의  핏치  펄스  주기가  될  수도  있다.  핏치  율  발생기  (942)는  타이머,  계수기,  흑은  핏치 
주기정보(922)와  같은  펄스열을  제공하는  수정  클럭  발진기가  될  수도  있다.   본  실시예에서  핏치 
율 발생기 (942)의 기능은 소프트웨어로 실행된다.

핏치  율  신호(923)는  핏치  펄스  여기신호(925)에  대해  필요한  파형을  발생하기  위해  핏치  펄스 발생
기(944)에  의해  사용된다.  핏치  펄스  발생기  (944)는  하드웨어  파형정형  회로나,  핏치  율 신호(92
3)에  의해  클럭화된  모노쇼트(monoshot)나,  혹은  본  실시예에서와  같이  필요한  파형  정보를  갖는 롬
(ROM)  순람표(look-up  table)가  될  수  있다.  여기  신호(925)는  임펄스  파형,  쳐프(chirp)  (주파수 
소인 정현파  :  foequency  swept  sine  wave)나,  혹은  어떤 다른 광대역 파형을 보일 수도 있다. 그
러므로 펄스의 특성은 필요한 특정 여기신호에 따라 다르다.

여기  신호(925)는  일정한  평균  전력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핏치  펄스  발생기  (944)도  또한  진폭 
제어  신호로서  핏치  주기  (922)나  혹은  핏치율  신호(923)를  이용한다.  핏치  펄스의  진폭은  일정한 
평균  전력을  얻기  위해  핏치  주기의  제곱근으로  인수  비례에  의해  스케일된다.각각의  펄스의 실제적
인 진폭은 필요한 여기 신호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제9c도의  핏치  펄스  소스(920)에  적용되는  것과  같이,  제9d도의  다음  논의는  변화  가능한  핏치 펄스
율을 발생하기 위해 상기 양호한 실시예예 취해진 단계의 순서를 설명한다.

먼저,  합성될  특정  워드에  대한  워드길이  WL이  템플리트  메모리로부터  판독된다.  상기  워드  길이는 
합성될  상기  워드의  프레임  총수이다.  상기  양호한  실시예에서,  WL은  워드   템플리트의  모든 프레임
에  대한  모든  반복  계수의  합계다.  두번째로,  핏치시작  상수  PSC와  핏치변화  상수  PCC가  합성기 제
어기에  의해  예정된  메모리  위치로부터  판독된다.  세번째로,  워드길이  WL을  상기  핏치변환  상수 PCC
로 나누므로써 워드 분할수가 계산된다.

워드  분할  WD는  얼마나  많은  연속  프레임이  동일한  핏치값을  갖게  되는지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파형(921)은  3프레임  워드  길이와,  핏치  시작  상수  59  및   핏치  변화  상수  3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상기  단순예에서  상기  워드  분할은  핏치변화  사이의  프레임  수를  1과  같도록  셋트하기  위해 워드길
이  (3)를  핏치변화  상수(3)로  나눔으로써  계산된다.  만일  WL=2이고  PCC=4이면  보다  복잡한  예가 되
는데, 그러면 워드분할은 매 6프레임 마다 발생한다.

상기 핏치시작 상수 59는  핏치 펄스 사이의 샘플 횟수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8KHz  샘플링 속도로, 
펄스핏치  사이에  59번의  샘플(각각  125마이크로세크의  지속시간)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핏치주기는 
59×125마이크로세크=7.375미니세크  혹은  135.6Hz가  된다.  핏치속도가  워드의  길이에  대해서   감소
되는 것과 같이, 각각의 워드분할 후에, 핏치 시작 상수가 1씩 증가된다(즉 60=133.3Hz, 61-
131.IHz)  만일  워드의  길이가  더  길거나,  혹은  핏치  변화  상수가  더  짧으면,  몇몇의  연속  프레임이 
동일한 핏치값을 갖게 된다.

상기  핏치주기  정보가  파형  (922)에  의해  제9d도에  도시되어  있다.  파형  (922)이  나타내든  바와 같
이,  핏치주기정보는  전압  레벨을  변화시키므로써  하드웨어  방식으로  표시될  수  있고,  혹은  다른 핏
치 주기값에 의해 소프트웨어로 표시될 수 있다.

핏치  주기정보(922)가  핏치율  발생기(942)에  인가되면,  핏치율  신호  파형(923)이  발생된다.  간략한 
방법으로  파형(23)은  일반적으로  핏치율이  변화가능  핏치주기에  의해  결정된  비율로  감소되고 있다
는  것을  나타낸다.  핏치율  신호(923)가  핏치펄스  발생기(944)에  인가되면,  여기  파형(925)이 발생된
다.  파형(925)은  단순히  일정한  평균전력을  갖는  파형(923)의  파형정형된  변형이다.  노이즈 소스
(930)의  출력(히스)을  나타내는  파형(935)은  주기적인  유성화  및  불규칙한  무성화  여기신호  사이의 
차이를 나타낸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보이싱  혹은  핏치  정보없이  음성을  합성하기  위한  방법  및 장
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음성 합성기는 핏치 펄스율이 워드의 길이에 대해 감소되는 것과 같이 핏
치 펄스주기 변화 기술과 '분할 보이싱'  기술을 사용한다.  비록 상기 어느 한  기술이 독자적으로 사
용될  수도  있지만,  분할  보이싱과  변화  기능  핏치펄스율의  결합은  외부  보이싱  혹은  정보없이 자연
적 음향의 음성이 발생되도록 한다.

본  명세서에는  본  발명의  특정  실시예가  도시,  설명되지만,  상기  기술에  숙련된  사람에  의해  다른 
변형과  개선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본  명세서에서  설명되고  특정청구된  기본적인  기초  원리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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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모든변형도 본 발명의 범위안에 포함된다.

 부록 A

워드 모델의 3상태, 상태A,B,C,에 대한 하나의 입력 프레임의 입력 프레임의 처리

상태A : 최대드웰 =3, 최소드웰 =0(752-Fig 7(d)), IFD = 7(750-Fig, 7(d))

상태B : 최대드웰 =3, 최소드웰 =2(752-Fig 7(d)), IFD = 3(750-Fig, 7(d))

상태C : 최대드웰 =4, 최소드웰 =1(752-Fig 7(d)), IFD = 5(750-Fig, 7(d))

[표 1]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사용자  구두  명령  워드의  발생에  따라  전자  장치의  작동  파라미터를  제어하여,  전자장치의  작동 상
태에  대해서  사용자에  가청의  궤환(audible  feedback)을  제공하는  사용자  대회식  제어  시스템을 포
함하는  전자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어  시스템은,  제1사용자  구두  입력  음성  신호로부터  음향 특성
을 추출하여,  워드 특성 신호를 발생하기 위한 수단과,  워드 특성 신호를 데이타 축소하여,  제어 시
스템의  트레이닝  모드(training  mode)에서  워드  인식  템플리트(recognition  templates)를  발생하고, 
상기  워드  인식  템플리트를  메모리에  기억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기억된  워드  템플리트  및 제2사용
자  구두  입력  신호에  응답하여,  제어  시스템이  인식  모드에  있을  때  전자  장치의  제어  데이타를 발
생시키기  위해  사용자  구두  명령  워드를  인식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제어데이타에  응답하여,  전자 
장치의  작동  파라미터를  제어하기  위한  수단과,  사용자에  대한  응답  음성을  합성하기  위한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제1사용자 구두 입력 신호에 관련된 피치 정보와 음성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상기 응
답 음성을 합성 수단을 구비하는 제어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장치.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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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장치는,  다수의  전화번호를  기억하기  위한  디렉토리(directory)수단과, 
최소한  하나의  예정된  사용자  구두  명령  워드의  인식에  응답하여  상기  디렉토리  수단으로부터 입수
한  전화번호를  다이알링하기  위한  다이알링  수단과,  음성  명령에  의해  상기  디렉토리  수단내에 전화
번호를  기억하며,  상기  다수의  작동  파라미터의  하나를  구성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전자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워드  특성  신호를  데이타  축소하기  위한  상기  수단은  상기  워드  특성  신호로부터 
잔류  피치  정보(pitch  information)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응답  음성을  합성하기  위한  상기  수단은,  일정한  평균  출력  가변율  피치 펄스
(pitch  pulse)를  발생하는  피치  펄스  소스(source)를  더  구비하고,  그  비율  변화는  합성될  응답 음
성 워드의 길이함수로서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장치는  합성을  위해  상기  워드  인식  템플리트를  데이타  확장하여, 확장
된 워드 인식 템플리트를 제공하는 데이타 확장 수단과,  음성 응답 신호를 합성하기 위해 상기 확장
된  워드  인식  템플리트를  사용하여  상기  합성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
자 장치.

청구항 6 

사용자 구두 명령 워드의 발생에 따라 전자 장치의 작동 파라미터를 제어하고,  전자 장치의 작동 상
태에  대해서  사용자에  가청  궤한을  발생하는  사용자  대화식  제어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에 있
어서,  제1사용자  구두  입력  음성  신호로부터  음향  특성을  추출하여,  워드  특성  신호를  발생하기 위
한  단계와,  워드  특성  신호를  축소하여,  제어  시스템의  트레이닝  모드에서  워드  인식  템플리트를 발
생하고,  상기  워드  인식  템플리트를  메모리에  기억시키는  단계와,  상기  기억된  워드  템플리트  및 제
2사용자  구두  입력  신호에  제어  시스템이  인식  모드에  있을때  전자  장치의  제어  데이타를 발생시키
기  위해  사용자  구두  명령  워드를  인식하기  위한  단계와,  상기  제어  데이타에  응답하여,  전자 장치
의  작동  파라미터를  제어하기  위한  단계와,  사용자에  대한  응답  음성을  합성하기  위한  단계를 포함
하고,  응답  음성을  합성하기  위한  상기  단계는  상기  기억된  워드  템플리트로부터  상기  응답  음성을 
합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대화식 제어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음성  명령에  의해  다수의  전화번호를  기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그  기억은 다수
의  작동  파라미터중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대화식  제어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워드  특성  신호(word  feature  signal)를  데이타  축소시키는  단계는  상기  워드  특성 
신호로부터  잔류  피치  정보를  제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제어 시스템
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응답  음성을  합성하는  단계는  일정한  평균  출력  가변율(power  variable rat
e)을  갖는  피치  펄스(pitch  pulse)를  발생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그  가변  비율은  합성될  응답 
음성  워드의  길이  함수로서  결정되고,  상기  데이타  축소  단계는,  워드  특성  신호의  에너지 데이타
(energy  data)를  정규화  하는  단계와,  워드  특성  신호를  세그먼트하는  단계와,  세그먼트의 클러스터
를  형성하기  위해  선택된  세그먼트를  조합하는  단계와,  워드  특성  신호를  차동  엔코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대화식 제어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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